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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상표의 사용이나 사용의사를 반영한 상표등록절차의 설치에 의해서 상표 사용이라는 실
질을 반영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있는 상표(6조 1항)를 출원시 현재 사용중인 상
표를 출원한 경우와 출원시에 사용하지 않고 장래사용할 상표를 출원한 경우를 나누어 출원
절차를 달리 진행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출원시 현재 사용중인 상표는 현재 상표법과 같은 절차를 적용하지만, 장래에 사용할 상표
는 출원등록과 사용등록 제도에 의해서 사용의 실질을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원등록
은 예비등록이나 가등록과 같은 것으로서 상표권의 완전한 효력을 부여하지 않고, 상표를
상품에 진실하게 사용한 이후에 사용등록을 하고 이때 완전한 상표권을 부여한다. 만일 진
실한 사용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등록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하면 된다. 이러한 제도가
법체계의 많은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우리상표법 제73조 제4항도 사용의 입증책임
을 피신청인(상표권자)에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심판절차에서의 취소를 출원절차로 편입하여
출원이 자동 포기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3년의 기간내에 사용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하는 상표의 등록과 같이 완전한 상표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본 제도는 실질적인 사용주의를 받아들일 수 있고, 출원주의의 장점인 누구에게 상표권을
부여할 것인지를 함께 정할 수 있으며, 예비등록(가등록)과 같이 운영됨으로서 폐지된 저장
상표와 같은 역할도 할 수도 있고, 저장상표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이 장래에 사용할 상표에 대해서 완전한 상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방법은 모방상표에
대한 대책도 된다. 즉 사용등록을 하지 않는 한 출원등록만으로는 금지명령이나 손해배상청
구권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악의적인 모방상표에 의해서 진실한 상표사용자에 대한 상표권
행사를 제한하여 모방상표에 대한 대책이 된다. 나아가 출원절차에서 신의성실의무를 부과
하는 경우에는 더욱 더 모방상표에 대한 대책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법상으로는 상표등록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사용취소심판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본 방법에 의하면 사용등록을 하지 않음으로써 자동으로 출원등록이 소멸하도록 하므로 불
사용취소심판을 제기할 필요가 없고 (불사용취소심판을 제기한 자에게) 우선등록이나 독점
등록을 인정할 필요도 없다.

2.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후 출원의 식별력 발생시점에 대해서는 출원시에 식별력이 필요

- 1 -

하다는 견해가 사용주의 법리와 부합한다. 등록여부결정시로 판단하는 판례의 근거가 등록
여부결정시를 원칙으로 하는 제7조와 같은 시점으로 판단하는 제6조 제1항과 통일을 위해
서라고 하지만, 제6조 제1항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이 타당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출원시
에 식별력이 존재할 것을 요구하는 법리가 사용주의 취지뿐만 아니라 현행 법조문과 일치한
다. 또한 제7조와 제6조의 취지가 다르고 제6조는 그 본질상 판단시점의 명시가 필요하지
않은 조항이라는 것을 대법원이 간과한 것이다.
다만, 출원후 식별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등록무효라는 점에서 출원후에도 계속 식별력이 있
을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등록여부결정시에도 식별력이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이다. 따라서 현재의 출원전에 식별력을 취득하여 출원시에 식별력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
특허청의 심사실무가 타당하다. 따라서 법원의 견해에 따라 법조문이나 특허청의 해석 시점
을 변경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3. 상표, 서비스표 및 상호 사용자가 공통으로 필요한 표장이나 상호의 사용이 존재한다. 예
컨대, 명함에 자신의 상표나 서비스표 또는 상호를 표시하거나 거래장, 간판, 표찰 등에 상
표, 서비스표 또는 상호를 표시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필요하다. 물론 현행법에서도 허용되
기는 하지만(제51조) 이는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제약이 따른다.
상표, 서비스표 및 상호를 사용함에 있어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대법원의 현재 해석은 현재의 거래계에서의 사용형태와도 맞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상호사
용자나 서비스표 사용자도 광고, 간판, 표찰 및 거래장 등에 그래픽이나 칼러를 사용할 필
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용은 상표, 상호, 서비스표 모두에게 개방하여 상표나 상호, 서
비스표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호의 경우, 칼라나 도형 기
호 등의 등기가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컬러나 장식적인 문자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금할 이
유는 없다고 보인다. 상호는 반드시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하급심 판례도 서비스표와 상표사이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영역을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죽용기, 포장용 쇼핑백, 죽용기, 젓가락, 냅킨 등에 사용은 상표나 서비스표 사용자
모두에게 인정하고 있다.(특허법원 2005허9053) 이에 추가하여 상호사용자도, 자신의
identity를 표시하는 것은 인격에 의한 것이므로, 간판, 표찰, 광고, 거래서류, 명함 등에 상
호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서비스 거래는 상품거래와 다른 측면이 있다. 따라서 서비스표의 사용에 관한 정의를 규정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자거래는 상품거래와 서비스거래는 다르다. 상품은 전자거래에서
거래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현실사회에서 유통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상품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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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서비스표는 전자거래에서는 그러한 유통과정에 해당하는 현실
사회에서의 거래과정이 필요없으므로 가상의 영업장소인 전자거래의 영상에 서비스표를 표
시하는 것이 서비스표의 사용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입법화
할 필요가 있다.
4. 상표법 제6조 제2항에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라는 규정을 “식별력을 취득한
것은”이라고 변경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현재의 대법원 판례는 상표법 제6조 제2항에 의
하여 상표등록을 한 상표는 제51조의 상표권의 효력범위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매우 부당한 판결이다. 그런데 이러한 판결의 배경에는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는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처럼 인식하기 때문,
즉 주지성을 취득했으니 많은 보호를 하여주어야 한다는 판단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러한 논리라면, 모든 주지상표나 저명상표도 제51조의 적용이 없어야 한다고 해야
한다.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현저성은 식별력이상의 의미는 아니다.
5. 현행법의 해석상 상표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리상 및 대법원 판례도 손해배상과
금지청구를 부인한다. 금전적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을 부인하고 금지청구에 대해서는
금지청구권의 행사를 권리남용으로 인정하다. 따라서 상표 불사용에 대해서 특별히 권리구
제를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권리구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법에
명문화하는 것이 상표사용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

6. 선사용권의 성립시기는 현행법과 같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시점에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
다. 또한 선사용권의 범위는 성립시기의 상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선사용권은 타
인의 상표등록출원시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인적⋅물적 현상을 인정하여야 한다. 즉 선사용
권의 범위를 선사용권의 성립시의 범위보다 확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선사용
권자는 출원이라는 형식적 요건을 해태하여 상표권의 주체가 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
에 대하여 권리를 확장하는 것은 출원주의의 포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호사용에 대하여도 선사용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많은 경우에 영세 사업자
는 자신의 상호/상표/서비스표 사용에 대한 권리 인식이 매우 낮다. 따라서 선사용하는 사
실상의 상호/상표/서비스표사용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 상호도 포함된다.
7. 모방상표는 세계 각국이 규제를 하고 있다. 우리법상으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와
제12호가 모방상표에 대한 출원규제 규정이고, 그 중 12호가 주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모방상표에 대해서는 많은 입법례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부정목적으로 출원한 상표를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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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등록사유로 하고 있는데, 부정목적(bad faith)은 피모방상표를 인지(knowledge)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파리협약은 부정목적출원에 대한 등록무효의 제척기간을 배제하고 있고, 상표가 도덕이나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나 공중을 기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상표부등록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TRIPs 협정은 파리협약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규정하여 부정목적출원이 등록무효
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EC의 이사회 규정은 외국사용상표와 혼동이 발생하는 경우에 등록거절 및 무효사유로 규정
하고 부정목적의 출원에 대해서 등록무효 또는 등록거절 하도록 하고 있다. EC Council
Reg. 은 출원자가 출원당시에 부정목적(bad faith)으로 행한 것일 때, 사무국에 대한 출원
에 기초해서 또는 반대청구(counter claim)에 기초해서 무효로 선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국상표법은 절대적 거절사유로 공공정책이나 공중도덕에 반하는 상표를 규정(3조 3항 a)
하고 있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주관적 의사가 악의인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부정목
적으로 출원된 상표(the application is made in bad faith)나 그러할 만한 상표는 부등록
사유로 규정하고, 부정목적으로 출원된 상표는 사용의사가 없거나, 타인이 사용함을 알고
특히 대리인이나 종업원이었던 자가 출원한 경우, 영국에서 영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방해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표를 모방한 경우 및 상표가 저명한 타인의 성명이
나 이미지를 동의 없이 형상화한 경우 등으로 해석된다. 부정목적은 출원시를 기준으로 판
단한다. 영국 상표법은 미국법과 같이 진실한 사용의사(bona fide intention)를 요구한다.
일본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9호는 국내외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된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
표로서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를 부등록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외 프랑스나 독
일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상표법은 사용주의를 취하고 있어, 모방상표제도를 특히 규율할 필요는 없다. 이미 사
용하는 상표는 그 사용의 범위에서 우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 상표법은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표장 또는 제3자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표나 상호와 유사한 상표로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또는 기망적인 경우에는 표장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제3
자가 이미 사용하는 상표가 이에 해당하고 혼동을 일으키거나 기망적인 경우이어야 한다.
미국상표법은 진실한 사용의사가 있어야 하므로 이미 상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진실한 사
용이 될 수 없는데, 후속사용자가 선사용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고 출원한 경우에는 부
정목적을 부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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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상표법 제3조의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의미는 진실한 사용(bona fide use)을
하고자 하는 자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진실한 사용을 직접 규정하는 입법례는 영국과 미국
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진실한 사용의사를 전제로 미국의 입법례와 같이 출원절차에 있어서
신의성실의무(best knowledge)를 부과하여 타인이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에 대한 사항을 출원시에 기재하도록 하면, 모방상표인지에 대해서 좀 더 쉽게 판단할 수
있고, 만일 고의로 기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실한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진실한 사용의사는 법에 명문 규정이 없어도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나
법에 명시하는 것도 좋은 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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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목적과 내용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본 연구는 “상표법상 등록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용주의 요소 도입방안”으로 상표
의 등록주의에 의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상표의 사용주의 원칙을 도입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상표등록주의는 선출원 등록자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선출원에 의한 등록이라
는 사실만에 의하여 상표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한다. 따라서 상표의 사용이라는 실
질보다는 선출원이라는 형식에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에 상표의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는 결
과가 된다. 대표적으로, 물론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모방상표라도 선출원자에게 등록을 허용
하여야 하는 경우나 실질적으로 상표를 선사용한 자가 상표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상표등
록자에게 상표침해소송을 제기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상표등록만 하는 경우에도 3년동안 불사용을 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적법한 등록상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객체인 goodwill이 형성
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표가 될 수 있는 표장도 무한한 자원은 아니다. 따라서 표장은 사용되어야 하고, 또한 그
표장이 가장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효율적인 상표자원의 분배가 된다. 상표가 효율적으로 사
용되기 위해서는 상표를 진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상표권이 배분되어야 한다. 상표
의 사용주의는 상표를 진실로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상표자원을 배분하
게 되어 출원에 의한 등록주의 보다 상표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등
록주의의 폐단을 시정할 수 있다. 따라서 출원에 의한 등록주의를 취하는 경우에도 사용주
의의 법리를 수용하여 등록주의의 폐단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등록주
의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도입할 수 있는 사용주의 요소에 대하여 살펴보
고 이의 법리화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본 연구는 상표의 사용주의 법리와 관련하여 1) 상표등록과 상표사용, 2) 상표, 서비스표 및
상호 간의 관계, 3)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정비, 4) 상표 사용과 손해배상 및 금지청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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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용권제도 및 6) 부정목적(악의적) 모방상표에서 사용주의 요소를 도입하여 등록주의의
폐단을 시정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상표등록에 있어서 상표등록출원자는 진실한 사용의사가 있어야 하는 바, 진실한 사용의사
를 상표출원과 등록에 있어서 반영할 수 있는 사용주의적 요소와 이를 등록주의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찰할 것이다. 상표법 제3조와 상표사용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상
표출원등록제도를 살펴볼 것이다.
상표와 서비스표 그리고 상호는 그 사용형태가 유사한 점이 많아, 실질적으로 구분하기 어
려운 측면이 많이 있다. 따라서 그러한 실질을 반영할 수 있는 상호간의 관계를 정립할 필
요가 있다. 특히 상호와 서비스표는 그 사용행태가 혼합되어 있어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있
으므로 이러한 실질을 반영할 수 있는 상표법 개정방안을 살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상
표법 제6조 제2항의 출원등록에 있어서 식별력의 판단시점에 대하여 등록여부결정시로 하
는 법원과 출원시를 기준으로 하는 특허청 실무가 통일되지 않고 있으므로 타당한 판단시점
및 제2항의 법조문상 상표법의 해석원리와 좀 더 부합할 수 있는 법적 표현에 대해서 살펴
볼 것이다.
상표의 사용이 없는 경우에 손해배상과 금지청구를 법에 명시하여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지
문제가 있다. 이는 실제 상표사용을 간접적으로 강제한다는 점에서 상표의 사용주의를 반영
하는 법리라 할 수 있다. 상표의 사용주의 법리상 상표법의 보호대상은 goodwill 이다.
goodwill이 형성되지 않은 상표는 등록을 하였더라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우
리 대법원 판례이다. 금지청구권도 원래 재산법상의 제도이었다는 점에서 사용하지 않아
goodwill 이 형성되지 않은 상표는 금지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상표법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법리를 우리법에 입법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찰해 볼 것이다.
선사용상표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것은 대표적인 사용주의 법리이다. 선사용상표를 인정하는
것은 상표의 실질사용은 존중하는 것이다. 현행 우리상표법상 선사용 상표의 계속사용권을
인정하는 범위와 상호에 대한 선사용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악의의 모방상표에 대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법에서 모방상표에 대한
보완적인 제도에 대해서 검토할 것이다. 그동안 모방상표에 대해서는 실체법적인 접근이
많이 이루어졌으나 절차적으로 동일/유사상표가 존재하는 경우에 출원인에게 그 상표에 대
한 사항을 진술하게 하는 경우 등 절차적으로 모방상표의 출원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 가
미되면 모방상표출원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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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상표등록과 상표사용
1. 현행 상표법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
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특허청직원 및 특허심판원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

2. 개정 제시 1안
가. 1-1 안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①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다.
②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의사를 소명하여 자기의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
을 수 있다. 본 항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은 등록상표의 제2조 제1항 제7호 가 및 나목(동조 제2항
의 소리 또는 냄새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의 사용사실을 특허청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제3자
에 대하여 상표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특허청직원 및 특허심판원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상표를 출원
하여(하거나) 등록받을 수 없다.

나. 1-2 안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①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다.
②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의사를 소명하여 자기의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
을 수 있다.
③ 특허청직원 및 특허심판원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상표를 출원
하여(하거나) 등록받을 수 없다.
제50조(상표권의 효력)
①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상표권에 관
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
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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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3조 제2항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은 등록상표의 제2조 제1항 제7호 가 및 나목(동조 제2항의
소리 또는 냄새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의 사용사실을 특허청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
대하여 상표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3. 개정 제시 2안
가. 2-1안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
기의 상표를 출원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특허청직원 및 특허심판원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상표를 출원하여(하거나) 상표등록받을 수 없다.

나. 2-2안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
표사용의사를 소명하여, 자기의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특허청직원 및 특허심
판원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상표를 출원하여(하거나) 등록받을 수
없다.

다. 2-3안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진실히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특허청직원 및 특허심판원직원은 상속 또
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상표를 출원하여(하거나) 등록받을 수 없다.

라. 2-4안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진
실한 상표사용의사를 소명하여 자기의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특허청직원 및
특허심판원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상표를 출원하여(하거나) 등록받
을 수 없다.

4. 취지
상표등록제도를 3가지 트랙으로 운영하는 것을 제안한다. 1번째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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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 등록제도, 두 번째는 사용의사에 의한 상표등록제도, 3번째는 후천적으로 식별력을 취
득한 상표의 등록제도(제6조 제2항)이다. 현재에도 우선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장 보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상표구분

상표 사용과 출원
현재 사용하는 상표의
등록제도
(사용등록제도)

상표권의 효력

비고

출원/심사/등록에 의해 완전한 상표권

현행 제도 유

발생

지

1. 출원등록에 의해서 선출원의 지위
인정
2. 상표권의 제3자적 효력은 부인 (출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있
는 상표

장래 사용할 상표 등록

원등록의 승계인정 여부는 검토필요,

- 상표사용이

제도

인정 필요성 있음.1) 다만, 상표브로커

있어야 손해배

발생우려2))

상을 인정하는

“출원등록”과

“사용등

법리 및 판례

록” 의 두 가지 등록

3. “사용등록” 후에 완전한 상표권 발

필요

생 (조건부 상표권발생)

와 부합
- 불사용취소

(사용의사에 의한 등록

4. 일정한 기간(예, 3년)3)내 “사용등

심판제기 필요

제도)

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출원등록소멸

없음

5.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상표가
본 방식에 의한 출원(출원등록)된 경우
에는 거절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없
는 상표

이 발생한 상표의 등록

1.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이 발생

점

제도
(식별력 취득에 의한

식별력 필요시

2. 식별력 있는 상표의 출원 등록 이후

(출원시/등록

상표권 발생

여부결정시)

등록제도)

가. 1안
1) 현행법상 출원의 지위승계허용, 심사지침 허용.
2) 출원의사에 의한 상표등록출원하여 상표선점 후, 타인에게 상표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현행법
에서도 동일한 문제는 있음.
3) TRIPs 협정 제15조 제3항은 “회원국은 사용을 등록요건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상표의 실제 사용이
등록출원의 요건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출원은 출원일부터 3년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의도했던 사
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거절되어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어 최소 3년의
기간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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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에 의한 등록 및 사용의사에 의한 등록의 구별
현재 사용 중인 상표등록출원과 사용의사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사용
의사에 의한 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상표권의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사용사실이 특허청에
등록된 후에 상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조항의 위치는 본 조항에도 규정할 수
있고, 제50조에도 규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본안의 장점은 상표의 사용사실이 없는 상표에 대한 상표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그에
따르는 손해배상이나 금지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즉 상표권의 실질적인 효력을 인
정하지 않고, 등록에 따른 상표권의 선출원의 지위만 인정하는 것이다. 물론 상표의 사용사
실의 등록 후에 그 사용사실의 등록 전에 발생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4) 상표권자가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5) 금지청구권은 사용사실의 등록 전의 타인의 상표사용에 대하여 행사하
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사용사실 등록후에 침해물품의 폐기는 청구할 수 있
다고 생각된다. 즉, 사용사실의 등록 전의 침해물품이 사용사실의 등록 후에도 침해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사용사실의 등록 후에 그 물품의 폐기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
단된다.
1-1안은 제3조에 상표권의 효력의 유예조항을 두는 것이고, 1-2안은 제50조에 유예조항을
두는 것이다. 1-2안과 같이 제50조에 규정을 두는 것은, 간접침해에도 그 조항의 적용이 있
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상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는 상표침해를 주장
할 수 없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보인다. 문구를 “... 등록한 때에 상표권
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적 방법으로 보인다.

본 제시안과 같이 규정하면, 장래에 사용할 의사로 상표등록한 경우에는 제3자의 상표사용
에 대하여 권리주장을 하지 못하므로, 등록상표의 사용을 독려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2) 실질적인 예비등록 또는 가등록제도
본안에 대한 대안으로 예비등록이나 가등록의 효력이 있는 등록제도를 고려해 볼 만하다.

4) 현행법상으로는 상표법 제24조의 출원공고후에는 제24조의2에 따라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
다.
5) 다만, 상표사용이 없는 경우에는 손해입증이 어려워 손해배상청구가 쉽지 않을 것이고, 현재의 판례로
도 손해배상청구는 쉽지 않을 것이지만, 손해를 입증한다면 가능하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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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사용없이 상표사용의사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 이후에 상표사용사실을 등록한 뒤에
상표의 등록으로 변경하여(변경출원), 사용에 의한 등록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만일 이러한 등록을 TRIPs 협정에 따라 최소 3년 내에 본등록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그 등록은 자동적으로 소멸(포기 간주)하도록 하는 것이다.

TRIPs 협정 제15조 제3항
“회원국은 사용을 등록요건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상표의 실제 사용이 등록출원의 요건이 되어
서는 아니 된다. 출원은 출원일부터 3년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의도했던 사용이 이루어지지 아
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거절되어서는 아니 된다.”

본 방법의 장점은 순위를 정하여 몇 개 등록을 받을 수 있고, 우선순위의 등록을 본등록으
로 변경하지 않으면 후순위의 등록을 본등록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나아가 상표사용과 이
에 따른 본등록을 강제할 수 있다. 본 제도는 실질적인 사용주의를 받아들일 수 있고, 출원
주의의 장점인 누구에게 상표권을 부여할 것인지를 함께 정할 수 있으며, 예비등록을 함으
로써 폐지된 저장상표와 같은 역할도 할 수도 있고, 또한 저장상표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
는 여러 장점이 있다.
이 경우에는 상표의 진실한 사용이 필요하므로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7호 다목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사용등록을 위한 상표 사용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상표의 사용으로부터 삭제할 필
요가 있다.

(3) 불사용취소심판과 관련
위와 같은 등록제도를 운영할 경우에, 사용의사에 의한 상표등록의 경우에는(2번, 출원등록
과 사용등록의 두 가지 등록을 하여야 함) 출원등록 후 일정한 기간(TRIPs 협정상 최소 3
년)내에 사용사실을 등록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출원등록이 소멸되므로, 불사용취소심판
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제8조 제5항 및 제6항의 독점출원권이나 우선출원권이 필
요 없다. 이러한 제도가 법체계의 많은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우리상표법 제73조
제4항도 사용의 입증책임을 피신청인(상표권자)에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심판절차에서의 취
소를 출원절차로 편입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사용에 의한 등록과 식별력 취득에 의한 등록은 사용과 동시에 또는 사용사실이 있어야 등
록을 할 수 있으므로, 등록시에는 불사용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없지만, 사용등록 후(완전한
상표권 발생)에 3년간 상표사용이 없는 경우에는 불사용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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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원의 경합
위 3개의 출원 트랙이 경합하는 경우(같은 날에 출원한 경우)에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하는
데 논리상 같은 상표가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있는 경우와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경우로
나누어지지 않으므로, 1,2 트랙과 3 트랙이 동시에 경합할 수는 없다. 1,2 트랙의 경우에
는 현재 사용하는 상표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같은 트랙이 같은 날 출원에는 현재와 같이 협의와 추첨에 의해서 해결하면 될 것이다. 다
만, 장래사용을 위한 출원이 같은 날 출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선출원인은 출원등록을 하
고, 후순위 출원자는 거절결정을 하면 될 것이다. 다만, 최선출원인이 출원등록만 하고 사용
등록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후순위출원인에게 출원순위만 보전하여 최
선출원인이 사용등록을 못한 경우에 우선권을 주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나. 2-1안
본 조항에 상표를 “출원하여 상표”라는 문구를 넣어, 상표출원 당시에 상표를 사용하거나
상표를 사용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하여, 사용의사를 명시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사용의사
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의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용의사에 대한 확
인절차는 시행령에 규정하여 시행하면 될 것이다.

다. 특허청 직원의 출원
현행법은 “특허청직원 및 특허심판원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어, 재직 중 상표출원을 하고, 퇴직 후 곧바로 상
표등록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그 취지는 특허청에 재직 중인 것을 기화로 어떤 영향력이나 부정행위가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을 고려해 볼 때, 본 조항을 재직 중 출원을 금지하는 것으로 명
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개정 전 조항에 따르면 특허청에 재직하는 자는 등록을
금지할 뿐이므로, 재직 중에 출원하여 심사를 받고 퇴직 후에 상표등록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우려도 있다. 이에 법에서 출원자체를 재직 중에 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하는
것이 법의 취지를 따르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제시안은 제2안의 경우에도 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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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2 안
1안에 문구조정을 하였다.

마. 2-3 안
진실한 사용의사가 있는 자는 상표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바. 2-4 안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진실한 상표사용의사를 소명하여 상표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제
3안과 구별된다.

5. 해설
가. 서
우리나라는 상표보호를 위하여 등록제도를 취하지만, 등록의사만으로 상표등록을 할 수는
없다. 상표는 사용을 위한 것이므로, 상표등록은 상표사용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상표사용
의사가 없는 상표등록은 거절하여야 한다. 또한 상표사용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제23조 제1
항 제1호에 의하여 상표등록거절사유, 제7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상표등록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상표등록을 거절하여야 한다.
우리 상표법 제3조는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
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특허청직원 및 특허심판원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는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상
표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 즉
사용할 의사가 있는 자가 상표등록을 할 수 있다.
즉, 상표제도의 기본취지는 상표사용을 전제로 하는 사용주의가 원칙이고, 출원주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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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안정성의 확보와 원활한 기업활동을 목적으로 한 제도일 뿐이지, 전혀 사용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사용할 의사가 없는 표장까지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다. 그러므로, 출원주의
아래에서 비록 사용하지 않은 상표에 대하여 상표권의 성립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전혀 사용할 의사가 없는 상표에 대하여 강력한 보호를 주는 것은 상표제도의 본래의 목적
을 벗어난 것이다. 결국, 사용의사가 없는 상표는 등록이 거절되고, 비록 착오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무효사유가 되어야 한다. 즉, 상표의 사용의사 없이 단순히 방어 또는 상표권 자
체의 판매를 목적으로 출원하는 상표는 등록이 거절되어야 하며, 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할 것이다. 구 상표법에서는 상표법 제3조 본문 전체가 상표등록거절사유⋅상표등
록무효사유가 아니었지만2012. 7. 22.부터 시행되는 상표법에 의하여 제3조 본문 전체가 제
23조 제1항 제1호에 의해서 상표등록거절사유, 제71조 제1항 제1호에 상표등록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상표사용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거절하여야 한
다.
다만, 사용의사의 존부와 같은 내심의 사정을 심사⋅등록단계에서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
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실제 등록단계에서는 사용의사유무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
지지 못하는 실정이고, 실제로 사용의사가 없는 많은 상표가 등록되고 있다. 이에, 우리 상
표법은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 후에 일정기간 사용사실이 없는 경우 상표권의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상표권자로 하여금 상표사용을 강제하고 있다. 또한 2012년 7월 시행
되는 상표법은 사용의사가 필요함을 명시적인 근거 규정을 두어 해결하고 있으므로, 상표등
록 출원시에 상표사용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상표제도의 목적 및 상표의 개념 그리고 상표의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우리나라 상표법이
출원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표법 제3조에 의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상표를 사용
하고자 하는 자가 아니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목적
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자,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을 받을 목적으로 명목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자(token use), 그리고 상표를 사용할 의사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자는 상표권
을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3조의 상표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하여 거절하여야 한다.
상표사용의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출원시에 사용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실제
로 출원시에 사용의사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독일 구 상표법이나 일본 구
상표법과 같이 출원인의 영업 또는 업무를 기재하도록 하여, 그와 관련된 상표만 사용의사
가 있는 것으로 하자는 견해가 있었으나,6) 최근에 발효된 상표법조약은 간이하고 신속하게
6) 김병일, 상표 사용의사 없는 출원의 방지 및 사용주의 요소의 강화, 산업재산권 제31호(2010),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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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을 하기 위하여 업무활동의 표시와 증거제출을 금지하고 있으므로,7) 출원단계에서
사용의사의 확인은 제약이 있다.
그러나 상표법조약은 “체약국의 법령이 요구하는 바에 따른 표장의 사용의사에 관한 선언”을 요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8) 또한 “체약국은 자국 관청이 출원서에 기재된 내용 또는 표시
의 진실성에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경우, 출원의 심사단계에서 증거를 당해 관청에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9)고 하고 있어, 이에 충족하는 한도 내에서 출원의사를 확인
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전류지정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일본 상표법 제3조 제1항의 “자기의 업무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하는 상표일 것” 이라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의 입증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 최소한의 사용의사확인은 가능하고, 결정 또는 심결시까지 사용사실
뿐만 아니라 사용의사가 없는 출원의 경우, 제3조 제1항의 “자기의 업무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하는 상표”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사유⋅무효사유가 된다고 해석하고 있
다.10)

나. 우리나라의 판례 (2012. 7. 이전 판례)
2012년 7월 22일 이전 우리 상표법은 사용의사의 흠결을 거절이유⋅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용의사가 없는 경우에 대한 취급이 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하여 상
표법 제23조 제1항 제4호는 ‘상표의 정의’에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 명문에 충실하게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표장의 정의’에 위반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는 견해11)와 사용의사가 없는 경우를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견
해12)와 특허법원 판례13)가 있었다.
10 참조.
7) 상표법조약 제3조 (7) [기타 요건의 금지]
체약국은 출원과 관련하여 본조 제1항 내지 제4항과 제6항에서 정하는 요건이외의 요건을 따를 것을 요
구하지 못한다. 특히, 출원과 관련하여 다음의 요건은 출원이 계속 중인 동안에 요구하지 못한다.
(ⅰ) 상업등기부의 증명서 또는 초본의 제출
(ⅱ) 출원인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업무활동의 표시 및 그 증거 제출
(ⅲ) 출원서에 기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출원인이 수행중인 업무활동의 표시 및 그 증
거 제출
(ⅳ) 표장이 다른 체약국 또는 체약국이 아닌 파리협약에 가입한 국가의 표장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다는 증거의 제출. 다만 출원인이 파리협약 제6조의5 규정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8) 상표법조약 제3조 (1) (a) (xvii).
9) 상표법조약 제3조 (8).
10) 김병일, 전게 논문 참조.
11) 박정희, 상표유사여부의 판단, 대법원판례해설, 제65호, 2006년 하반기(2007), 440면.
12) 김병일, 상표브로커로 인한 사회적 폐단과 상표법과제,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한국상표학회, 2009
년 춘계공동학술대회발표논문(20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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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은, 나홀로사건(특허법원 2003. 12. 12. 선고 2003허4221 판결, 다만 대법원 파기
환송)에서,
“상표법은 사용주의가 아닌 등록주의를 채택하여 상표권은 등록에 의하여 발생
하고, 실제로 이를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상표권 발생의 요건이 아니어
서, 국내에서 상표⋅서비스표를 '사용하는 자'는 물론이고 '사용하고자 하는 자'
도 자기의 상표⋅서비스표를 등록받을 수 있지만(상표법 제3조 본문), 상표⋅서
비스표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적어도 '사용하고자 하는' 의사는 있어야만 할
것이고, 사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이 등록된 상표⋅서비스표는 상표법 제2조에
서 말하는 표장, 즉 상표⋅서비스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등록받을 수 없
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상표⋅서비스표에 대한 사용의사유무는 상표⋅서비
스표 출원인의 주관적⋅내면적인 의지에 의하여만 결정할 것이 아니라 외형적으
로 드러나는 사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
고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시는 물론이고 이 사건 소송의 변론종결
시까지도 변리사의 자격만을 갖추었을 뿐, 변호사⋅공인노무사⋅법무사⋅ 행정
사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원고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원고는 객관적으로 위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이를 제공할 자격이 없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할 객관적인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
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변호사업⋅공인노무사업⋅행정사업⋅법무사업'
에 관하여 객관적인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서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무효사유를 가진다.”
고 판시하였다.14)

13) 특허법원 2003. 12. 12. 선고 2003허4221 판결 ; 특허법원 2010. 3. 19. 선고 2009허8478 판결.
14) 본사건의 상고심(대법원 2005.10.28선고 2004후271)에서 대법원은 특허법원의 위 견해를 파기하였
다.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서비스표라 함은 서비스표의 구성 자체 또는 그 서비스표가 지정서비스업
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나 내용이 사회공공의 질서에 위반하거나 사회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또는 고의로 저명한 타인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나
상호 등의 명성에 편승하기 위하여 무단으로 타인의 표장을 모방한 서비스표를 등록 사용하는 것처럼
그 서비스표를 등록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공정한 상품유통질서나 국제적 신의와 상도덕 등 선량한 풍
속에 위배되는 경우를 말하는 점 (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7후3623 판결, 2004. 5. 14. 선고
2002후136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변호사업, 공인노무사업, 행정사업, 법무사업'에 필요한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제3자에게 전용사용권이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하는 방식으
로만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를 출원, 등록받았다고 볼 만한 자
료도 없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출원, 등록하는 것이 공공의 질서 또는 선
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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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상표⋅서비스표에 대한 사용의사유무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사정에 의하여 객
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의사가 없으면 상표법 제2조의 상표⋅서비스표가 아니
므로,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무효사유를 가진다고 보았다. 이는 상표사용의사의 규
정인 제3조가 독자적인 거절⋅무효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진 판단으로 보
인다.
또한 특허법원은 동남일보사건(특허법원 2005. 10. 28. 선고 2005허6191 판결)에서,
“상표법이 제3조 본문에서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상표를 사용하
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아닌 사람이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를 별도
의 등록거절사유나 등록무효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고, 또한 상표법에서는 제41
조 제1항에서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5조⋅
제57조에서 상표권자가 아닌 전용사용권자나 통상사용권자에 의한 상표의 사
용을,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상표권자 등이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등록취소사유로 각 규정하고 있어서, 위와 같은 상표법의 여러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상표법이 상표권자에게 상표사용의사가 없는 경우를 상표법 제23
조 제1항 제4호의 '표장의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등록무
효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설령 피고에게 이 사건 등록상
표를 사용할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23조 제1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상표사용의사는 별도의 거절⋅무효사유가 아니므로, 상표사용의
사가 없는 것을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무효사유가 아니라고 보아, 위의 나홀로사건
과 배치되는 입장이었다.
또한 특허법원은 HOMECHOICE 홈초이스사건(특허법원 2010. 3. 19. 선고 2009허8478
판결)에서,
“국내에서 서비스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이 등록된 서비스표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비스표의 정의규정에 합치되지 않아, 상표법 제
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상표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되어야 하는 것인데, ‘방송업’은 방송법의 엄격한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
은 사업자만이 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피고는 현
재까지 방송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어떠한 허가신청도 한 바 없으며, 방송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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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채널사업자등록요건으로 자본금 5억 원 이상일 것과 주조정실⋅부조정실⋅
종합편집실⋅송출시설⋅사무실 등을 구비할 것 및 기존 방송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다른 채널명과 동일한 채널명 또는 시청자가 동일한 채널로 오인할 수 있
는 채널명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는 위와 같은 방송
채널사업자등록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설비⋅자본력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
니라, 이 사건 선사용서비스표의 존재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채널명
으로 사용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실제로 방송업 등
에 사용할 의사도 없이 출원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사용의사가 없이 등록된 상표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비스표
의 정의규정에 합치되지 않고, 이는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무효사유라고 보아, 위의
나홀로사건과 합치되는 입장이다.

다. 결론 : 사용의사 없는 상표출원은 거절사유 및 무효사유
현재는 앞서와 상황이 다르다. 2012. 7. 22.부터 시행되는 상표법15)에 의하여 제3조 본문
전체가 제23조 제1항 제1호에 의해서 상표등록거절사유, 제71조 제1항 제1호에 상표등록무
효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상표사용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거절
하여야 한다.
특허청이 2012년 4월부터 본격 시행하는 ‘사용의사확인제도’는 2012. 7. 22.부터 시행되는
상표법16)에 근거를 가지게 되므로, 법적 정당성이 부여되어 있다. 심사관이 출원인의 사용
의사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경우에, 출원인에게 사용의사를 묻게 되고, 출원인은
상표의 사용사실 또는 사용준비 중에 있는 사실에 대하여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우리가 상표법조약의 효력을 받게 되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업무활동의 표시와 증거제
출을 금지하는 상표법조약상의 제약은 있으나, 또한 명시적으로 사용의사에 관한 선언을 요
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해여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
로 사용의사 확인제도는 그 시행에 아무런 문제는 없어 보인다.

라. 미국의 제도
15) 법률 제10885호, 2011. 7. 21. 개정.
16) 법률 제10885호, 2011. 7. 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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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의사에 의한 등록제도
미국의 경우 1988년 상표법 개정법에 의하여 사용의사에 의한 등록제도를 마련하였다. 미
국상표법은 진실한 사용의사(a bona fide intention)를 가진 자는 상표사용사실이 없더라도
상표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있는 상표에 대하여 사용의사에 의해서 출원한 경우에 실제 상표 사
용이 있었다면, 사용에 의한 출원으로 변경될 수 있고, 기술적 명칭의 경우에는 본질적인
식별력이 없지만 사용에 의하여 사후적인 식별력이 발생하였다면, 사용에 의한 사후적인 식
별력 발생을 이유로 한 출원으로 변경된다.
사용의사에 의한 등록출원은 사용에 의한 등록출원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심사되어 등록된
다. 물론 제3자는 사용에 의한 등록의 경우와 같이 공보(Official Gazette)에 게재된 후 30
일 이내에 이의(opposition)를 할 수 있다. 상표등록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
결정통지(Notice of Allowance)가 발급된다.

등록결정통지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표등록출원자는 실제사용(Statement of
Use)에 대한 증명을 하거나, 실제사용신청기간에 대한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17) 만일 6개
월 이내에 실제사용에 대한 증명제출에 대한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원의 포기
(abandonment)로 인정된다.

실제사용에 대한 증명을 6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지만, 아무런 소명 없이 연장신청에
의하여 6개월이 추가되어 연장될 수 있고, 합리적 이유(good cause)가 있음을 소명하면 각
6개월씩 총 24개월이 연장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의사에 의한 등록출원은 등록결정통지
(Notice of Allowance)가 발급된 후 바로 사용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최장으로 등록
결정통지가 있은 후 36개월(3년)의 기간 내에 실제사용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연장신청은 각 6개월의 기간 내에는 1번만 신청할 수 있고, 특허상표청은 연장신청에 대하
여 허용/불허용의 답변을 하지만, 허용/불허용의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출원인의 실제
사용에 대한 증명의 제출책임을 면제하거나, 제출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18)
따라서 신청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경우에, 신청인이 이에 대한 답변을 확인하는 것이 타당하

17) 15 U.S.C. § 1051(d)(2).
18) 37 C.F.R. 2.89(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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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5 USC § 1051 -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verification
미국 상표법 등록을 위한 출원 ; 증명
(b) Application for bona fide intention to use trademark
(b) 상표사용에 진실한 의도가 있는 출원
(1) A person who has a bona fide intention, under circumstances showing the good
faith of such person, to use a trademark in commerce may request registration of its
trademark on the principal register hereby established by paying the prescribed fee
and filing in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an application and a verified statement,
in such form as may be prescribed by the Director.
(1) 상업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려는 진실한 의도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선의를 보여주는 상황
아래에서, 출원료를 납부하고 특허상표청에 심사관에 의하여 규정된 형식의 출원서와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에 의하여, 주등록자로, 상표등록을 요구할 수 있다.

(2)

The

application

shall

include

specification

of

the

applicant’s

domicile

and

citizenship, the goods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applicant has a bona fide
intention to use the mark, and a drawing of the mark.

(2) 출원서는 출원인의 거주지와 시민권, 출원인이 표장으로서 진실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과 관
련된 상품, 그리고 표장의 도면에 대한 설명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3) The statement shall be verified by the applicant and specify—
(A) that the person making the verification believes that he or she, or the juristic
person in whose behalf he or she makes the verification, to be entitled to use the
mark in commerce;
(B) the applicant’s bona fide intention to use the mark in commerce;
(C) that, to the best of the verifier’s knowledge and belief, the facts recited in the
application are accurate; and
(D) that, to the best of the verifier’s knowledge and belief, no other person has the
right to use such mark in commerce either in the identical form thereof or in such
near resemblance thereto as to be likely, when used on or in connection wit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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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s of such other person, to cause confusion, or to cause mistake, or to deceive.
Except for applications filed pursuant to section 1126 of this title, no mark shall be
registered until the applicant has met the requirements of subsections (c) and (d) of
this section.
(3) 진술서는 출원인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하고, 아래 사항을 적시하여야 한다.
(A) 증명을 한 사람이 스스로, 혹은 법인의 경우 법인을 대신하여 증명한 자가, 상업적으로 표장
을 사용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B) 상업적으로 표장을 사용하려는 출원인의 진실한 의도;
(C) 증명자의 지식과 믿음에 있어서는, 출원서에서 열거한 사실은 정확하고;
(D) 증명자의 지식과 믿음에 있어서는, 어떤 다른 사람도 상업적으로 그런 표장을 동일한 형태
혹은 표장이 사용되어질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상품과 관련하여, 혼동 또는 착오를 일으키고 기만
할 수 있을 만큼의 유사한 형태로 하려는 사용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4) The applicant shall comply with such rules or regulations as may be prescribed by
the Director. The Director shall promulgate rules prescribing the requirements for the
application and for obtaining a filing date herein.
(4) 출원인은 심사관에 의하여 내려질 수 있는 규칙과 규제에 따라야 한다. 심사관은 출원을 위
한 요건과 여기서 출원일을 획득하려는 요건을 규정하는 규칙을 알려야 한다.

(2) 상표사용에 의한 출원과 상표사용실적 제도
우리나라의 상표제도는 선출원⋅등록주의에 입각하고 있고, 사용주의를 보충적으로 가미하
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상표법은 사용주의가 아닌 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상표를 사
용하는 자 뿐만 아니라 장래에 사용하려는 자도 상표의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
고, 사용하려는 자가 등록을 받더라도 일정기간 내에 사용실적을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규정
은 없다. 그러나 일정기간(3년 이상) 계속하여 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불사
용에 의한 취소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미국⋅필리핀 등 일부 국가에서는 상표등록시에 상표의 사용을 전제하므로, 사용실적이 없
으면 등록할 수 없다. 이러한 국가에 상표출원을 한 경우에는 적법한 사용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한 등록될 수 없다. 그러므로 실제 사용가능성이 없는 상표는 출원할 필요가 없으
며, 상표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예에 준하는 상표사용실적을 확보하여 특허청에 제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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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표사용실적의 예
1. 상표가 부착되어 판매되고 있는 상품의 사진 또는 상표 견본(레이블)
2. 현지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의 주소, 명칭
3. 최초 사용개시일이 명시된 사용선서서(일부국가에서는 사용선서서의 공증을 요구하고 있
음)

(나) 상표사용선서서의 제출과 연장
사용실적을 요구하는 국가의 특허청에서는 약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지정하여 사용선서서의
제출을 명하고, 또 사용선서서의 제출은 일반적으로 6개월 단위로 연장될 수 있다. 사용선
서서의 제출은 실제로 상표를 사용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상거래 실적을 감안하여 제
출기한을 비교적 장기간으로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상표출원절차과정에서의 지정기간 연
장신청을 1~2회에 한하여 각각 1개월씩 허여하는 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3) 사용에 기초한 상표출원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가 상표등록 출원시에 사용실적을 요구
하지 않으나, 일부국가는 출원등록의 요건으로서 사용실적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고, 여기서
는 미국의 경우를 예로서 소개하고자 한다. 사용과 관련한 미국 상표출원요건으로서, 외국
인이 미국에 상표출원하려면 다음 4가지 중 적어도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미국 내의 주와 주 사이 거래 또는 미국과 외국간의 거래에 상표를 사용한 실적 : 미국
내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표라면 실제사용기준(Actual Use)으로 상표를 출원하면 등록
이 가능하다.
② 외국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 미국 이외의 나라에 등록 또는 신청 중
인 상표를 근거로 출원하는 것으로, 최초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을 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출원이후 등록결정이 있기까지 사용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미국 내 또는 미국과의 거래에 사용하고자 하는(Intend to Use) 상표 : 현재 미국 내에
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장래에 사용할 예정인 경우에는, 미래 사용의사(Intend to Use)
에 따라 출원하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등록결정통지를 받고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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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용실적을 제출하여야 등록이 되는데, 사용실적 제출기간은 한번에 6개월씩 총 5번 연
장이 가능하다. (기간은 결국 36개월, 6개월 기본기간 + 30개월 연장)
④ 국제등록에 의한 상표출원 : 마드리드 조약에 의해 외국에서 출원된 상표나 등록된 상
표에 근거하여, 국제출원에 미국을 지정하거나 이미 등록된 국제상표를 미국에 확장하는 경
우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일단 상표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5년차와 6년차 사이에 상표사용 실적
을 한 번 더 제출하여 계속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며, 이때 사용실적을 제출하지 못
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상표등록은 사용을 대전제로 하므로, 비록 선출원
⋅등록주의를 채택하는 국가에 있어서도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에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
며, 부실하게 사용한 경우는 대부분의 국가가 취소사유로 하고 있다.

사용의사에 의한 등록제도(ITU)의 미국 상표심사절차
1108.
02(e)Bona Fi
de I
nt
ent
i
on t
o Use t
he Mar
ki
n Commer
ce
1108.
02(e)선의의 상업적 상표사용의사

A request for an extension of time to file a statement of use must include a verified
statement that the applicant has a continued bona fide intention to use the mark in
commerce on or in connection with the goods/services identified in the notice of
allowance. 37 C.F.R. §§2.89(a)(3) and (b)(3). This is a statutory requirement that must
be satisfied before expiration of the statutory period for filing the extension request.
In re Custom Technologies Inc., 24 USPQ2d 1712 (Comm’r Pats. 1991); In re Raychem
Corp., 20 USPQ2d 1355 (Comm’r Pats. 1991), modified, In re IMI Cornelius Inc., 33
USPQ2d 1062 (Comm'r Pats. 1994).
사용진술서(statement of use)의 제출기한 연장을 위한 요건은 출원자가 계속적인 선의의 상업
적 상표사용의사를 가지거나 또는 등록결정통지에 지정된 상품/서비스에 관한 상표사용의사를
가진다는 명확한 진술서(statement)를 포함해야 한다. 이것은 출원연장신청에 관한 법정기간만료
전에 충족되어야만 하는 법적 요건이다.
The USPTO will accept an allegation of actual use in commerce as meeting the
requirement for an allegation of bona fide intention to use the mark in commerce in
an extension request. In re Vitamin Beverage Corp., 37 USPQ2d 1537 (Comm’r Pats.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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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상표청은 기한연장요청에 있어서 상업적인 실제사용의 주장은 상업적인 진실한 상표사
용의사의 주장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것이다.
See TMEP §1101 for additional information about the requirement for an allegation of
the applicant’s bona fide intention to use the mark in commerce.
출원자의 진실한 상업적인 상표사용의사 주장의 요건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
1108.02(f) Good Cause Required for Extensions Beyond the First Six-Month Extension
1108.02(f) 첫 번째 6개월 연장 이후의 연장을 위한 요건
No showing of good cause is required in the first request for an extension of time to
file a statement of use, but each subsequent extension request must include a
showing of good cause. 15 U.S.C. §1051(d)(2); 37 C.F.R. §§2.89(b)(4) and 2.89(d). The
showing of good cause must include a statement of the applicant’s ongoing efforts to
make

use of the

goods/services

mark

covered

by

in

commerce

the

on

extension

or in connection
request.

Efforts to

with each
use

the

of the
mark

in

commerce may include product or service research or development, market research,
manufacturing activities, promotional activities, steps to acquire distributors, steps to
obtain required governmental approval, or other similar activities. In the alternative,
a satisfactory explanation for the failure to make such efforts may be submitted. 37
C.F.R. §2.89(d).
사용증명서의 제출기한 연장을 위한 첫 번째 요청에서는 합당한 이유(good cause)의 증명이 요
구되지 않지만, 각각의 후속 연장신청에서는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합당한 이유(good
cause)의 증명은 상표를 상업적으로 사용하려는 출원인의 계속적인 노력 또는 연장신청이 다루
고 있는 각각의 상품/서비스와 관련한 상표의 사용을 위한 출원인의 계속적인 노력에 관한 진술
서가 포함되어야만 한다. 상표의 상업적 사용을 위한 노력은 상품 또는 서비스 연구 또는 개발,
시장조사, 생산활동, 홍보활동, 판매자확보 과정, 필요한 정부승인 획득과정 또는 다른 유사활동
들을 포함할 수 있다. 대안으로 이러한 노력을 할 수 없었던 충분한 설명을 제출할 수도 있다.
A mere assertion that the applicant is engaged in ongoing efforts is not enough; the
efforts must be specified. In re Comdial Corp., 32 USPQ2d 1863 (Comm’r Pats. 1993).
However, the USPTO will not require a detailed explanation or evidence in a showing
of good cause. The statement concerning good cause only has to refer to the types
of activities listed in the rule or similar types of activities. For example, the appl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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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simply state that the applicant is engaged in manufacturing and promotional
activities.
출원인이 노력 중에 있다는 단순한 주장은 불충분하고, 상표사용에 대한 노력은 명확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특허청은 합당한 이유를 증명할 자세한 설명이나 증거는 요구하지 않는다. 합당한 이
유를 설명하는 진술서는 단지 규칙에 따라 기재된 활동의 형태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활동들
을 언급하면 된다. 예를 들어, 출원인이 제조와 홍보활동 중에 있다고 단순히 언급할 수 있다.
The applicant may satisfy the requirement for a showing of good cause by asserting
that the applicant believes that it has made valid use of the mark in commerce, and
is in the process of preparing (or is concurrently filing) a statement of use, but that
if the statement of use is found by the USPTO to be fatally defective, the applicant
will need additional time to file a new statement of use. However, such a statement
will be accepted only once as a statement of the applicant’s ongoing efforts to make
use of the mark in commerce. Repetition of these same allegations in a subsequent
extension request is not, without more, deemed to be a statement of the applicant’s
ongoing efforts, as required by 37 C.F.R. §2.89(d). In re SPARC Int’l Inc., 33 USPQ2d
1479 (Comm’r Pats. 1993), overruled on other grounds, In re El Taurino Restaurant,
Inc., 41 USPQ2d 1220 (Comm'r Pats. 1996). If these allegations are repeated, the
extension request will be denied.
출원인은 출원인이 상표의 유효한 상업적 사용을 해왔다는 것을 믿는다고 주장함으로써, 그리고
사용진술서를 준비하는 과정(또는 현재 제출 중)이라고 주장함으로써, 합리적 이유의 제시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지만, 만약 사용진술서가 미국특허상표청에 의하여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출원인은 새로운 사용진술서를 제출할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그
러한 진술서는 출원인의 상업적인 상표사용의 계속적인 노력의 진술서로서 오로지 한번만 받아
들여질 것이다. 후속 연장신청에서 같은 주장의 반복은 37 C.F.R. §2.89(d).에 의하여 요구되는
출원인의 계속적인 노력의 진술서로서 간주되지 않는다. 이러한 주장이 계속된다면 연장신청은
거절될 것이다.
If an extension request does not include a showing of good cause, or if the showing
of good cause in an extension request is deemed insufficient, the ITU staff will issue
an Office action denying the extension request but granting the applicant thirty days
to overcome the denial by submitting a verified showing of good cause (or a
substitute extension request that includes a showing of good cause). This showing
may be submitted even if the statutory period for filing the statement of use has
expired. El Taurino, 41 USPQ2d at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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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연장신청이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또는 연장신청에서의 합리적 이유의 제시가
불충분하다고 간주된다면, ITU 심사관은 연장신청을 거절하는 공식적인 거절이유통지를 발행할
것이지만, 출원인에게 명확한 합당한 이유를 제출하도록(또는 합당한 이유를 포함하는 후속연장
신청)함으로써,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도록 30일을 부여한다. 비록 사용진술서 제출의 법정기
한이 만료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합당한 이유의 제시는 제출될 수 있다.
1108.
03 Onl
yOne Ext
ensi
on RequestMayBe Fi
l
ed Wi
t
h orAf
t
era St
at
ement
ofUse
1108.
03 사용진술서 제출 이후 또는 제출 시의 단 한 번의 연장 신청 가능

An applicant may file a request for an extension of time to file a statement of use
with a statement of use, or after filing the statement of use if there is time remaining
in the existing six-month period in which the statement of use was filed, provided
that granting the extension request would not extend the time for filing the statement
of use more than thirty-six months beyond the issuance of the notice of allowance.
The applicant may not request any further extensions of time after this request. 37
C.F.R. §2.89(e)(1).
만약 연장신청을 주는 것이 승인통지의 발행을 넘어 36개월 이상 사용진술서를 제출할 시간을
연장시키지 않는다면 출원인은 사용진술서와 함께, 또는 만약 사용진술서가 제출되었던 남아있는
6개월의 시간이 있다면 사용진술서를 제출한 이후에, 사용진술서를 제출할 시간의 연장을 위한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출원인은 이 신청 이후 더 이상의 기한연장신청을 하지 않을 수 있다.
The purpose of such a request (sometimes called an “insurance” extension request) is
to secure additional time to correct any deficiency in the statement of use that must
be corrected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deadline for filing the statement of use.
SeeTMEP §1109.16(a) regarding the deficiencies that must be cured before expiration
of the statutory filing period. Consider the following examples:
이러한 신청("보험" 연장신청이라고도 불리는)의 목적은 사용진술서 제출기한의 만료 전에 보정되
어야만 하는 사용진술서의 결함을 보정하도록 추가적인 시간을 보장해주기 위함이다. 법정제출기
한의 만료 전에 보정되어야만 하는 결함들에 관한 TMEP §1109.16(a) 참조. 다음의 사례를 살펴
보자.
Example: If the notice of allowance was issued February 6, 2009, and the applicant
files a statement of use on August 6, 2009 (but does not file an “insurance” extension
request), the applicant has only until August 6, 2009 to cure any deficiency that m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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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corrected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statutory period for filing the statement of
use. After August 6, 2009, it is too late to file an “insurance” extension request,
because no time remains in the existing six-month period in which the statement of
use was filed.
사례: 만약 등록결정통지가 2009년 2월 6일에 발행되었고 출원인이 사용진술서를 2009년 8월 6
일에 제출하였다면(그러나 "보험"연장신청을 제출하지 않았다), 출원인은 사용진술서의 법정제출
기한의 만료 전에 보정되어야만 하는 결함을 2009년 8월 6일까지만 보정해야 한다. 2009년 8월
6일 이후에는 사용진술서가 제출된 이후 6개월의 기한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연장신청을
제출할 수 없다.
Example: If the notice of allowance was issued February 6, 2009, the applicant could
file a statement of use, together with an “insurance” extension request, on or before
August 6, 2009. If the extension request were granted, this would give the applicant
until February 6, 2010 to cure any deficiency that must be corrected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statutory filing period. No further extension request(s) could be filed.
사례: 만약 등록결정통지가 2009년 2월 6일에 발행되었다면, 출원인은 "보험"연장신청과 함께 사
용진술서를 2009년 8월 6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만약 연장신청이 승인된다면 출원인은 2010년
2월 6일까지 법정제출기한 만료 전에 보정되어야만 하는 결함들을 보정할 수 있다. 더 이상의 연
장신청은 할 수 없다.
Example: If the notice of allowance was issued February 6, 2009, and the applicant
filed a statement of use on February 7, 2009, the applicant could file an “insurance”
extension request within the time remaining in the existing six-month period in which
the statement of use was filed, i.e., on or before August 6, 2009. If the request were
granted, this would give the applicant until February 6, 2010 to cure any deficiency
that must be corrected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statutory filing period. No further
extension request(s) could be filed.
사례: 만약 2009년 2월 6일 등록결정통지가 발행되었고 출원인이 2009년 2월 7일에 사용진술서
를 제출하였다면, 출원인은 "보험"연장신청을 사용진술서가 제출된 이후 6개월 내에 또는 2009년
8월 6일 전에 제출할 수 있다. 만약 신청이 승인되면 출원인은 2010년 2월 6일까지 법정제출기
한의 만료 전에 보정되어야 할 결함을 보정할 수 있다. 더 이상의 연장신청은 할 수 없다.
An “insurance” extension request filed with or filed after a statement of use must
meet all relevant requirements, including payment of the applicable fee. If the request
is not the first request for an extension of time, and thus a showing of good cause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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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the applicant may satisfy the requirement for a showing of good cause by
asserting that the applicant believes that it has made valid use of the mark in
commerce, as evidenced by the statement of use, but that if the statement of use is
found to be fatally defective, the applicant will need additional time to correct defects
or file a substitute statement of use. 37 C.F.R. §2.89(e)(2); TMEP §1108.02(f).
사용진술서와 함께 또는 사용진술서 이후에 제출된 "보험"연장신청은 적용되는 수수료 납부를 포
함하는 모든 관련 요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만약 연장신청이 첫 번째 기한연장신청이 아니고, 따
라서 합리적 이유를 제시할 것이 요구된다면, 출원인은 사용진술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유효한 상
표의 상업적 사용을 해왔다고 믿는다는 주장에 의하여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여 요건들을 충족시
킬 수 있지만, 사용진술서가 치명적 결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출원인은 보정된 사용진술서
를 제출하거나 결함을 보정할 추가적인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다.
The filing fee for the "insurance" extension request will not be refunded, even if the
extension is not needed to perfect the statement of use.
납부된 "보험"연장신청 수수료는 비록 연장을 위하여 사용진술서를 보정할 필요가 없을지라도 환
불되지 않는다.
In a multiple-class application, the "insurance" extension request must cover all of the
classes stated in the notice of allowance. If the applicant intends to submit an
"insurance" extension request for less than all of the classes, the applicant must
either (1) identify in the extension request the classes being deleted or (2) submit a
request to divide for those classes that will retain the §1(b) filing basis and a separate
extension request for those classes. A request to divide may be filed electronically
using TEAS. See TMEP §§1110-1110.11(a) regarding a request to divide an application
and TMEP §1110.07 regarding dividing an application when the statement of use is
due. If the applicant does not comply with these requirements, the ITU staff will
contact the applicant to clarify the deficiencies and process the "insurance" extension
request accordingly. If the ITU staff issues a letter regarding the deficiencies and the
applicant fails to respond within the time permitted, the "insurance" extension request
will not be processed.
다류 출원의 경우, "보험"연장신청은 등록결정통지에 기재된 모든 종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만약
출원인이 모든 류가 아닌 다류의 출원에 대한 "보험"연장신청을 제출하고자 한다면, 출원인은 (1)
연장신청에서 삭제된 류들을 확인하여야 하거나, 또는 (2) §1(b) 제출기본을 포함할 류들을 위하
여 분리신청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류들을 위하여 각각의 연장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분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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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은 TEAS를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될 수 있다. 출원의 분리신청에 관한 TMEP
§§1110-1110.11(a)과 사용진술서가 예정되어 있을 때 출원분할에 관한 TMEP §1110.07 참조.
만약 출원인이 이러한 요건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ITU 심사관은 결함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보
험"연장신청의 진행을 위해 출원인을 접촉할 것이다. 만약 ITU 심사관이 결함에 따른 통지를 발
행하고 출원인이 허락된 기한 내에 응답하지 못하면, "보험"연장신청은 진행되지 않는다.
The filing fee for an acceptable "insurance" extension request will not be refunded,
even if the extension is not needed to perfect the statement of use.
받아들여진 "보험"연장신청의 수수료는 비록 연장이 사용진술서를 보정할 필요가 없다고 할지라
도 환불되지 않는다.
If the applicant files an “insurance” extension request in conjunction with a statement
of use, and the applicant submits fees sufficient for one but not both filings, the
USPTO will apply the fees as follows: (1) if there is enough money to cover the
extension request, the USPTO will apply the fees to the extension request to avoid
abandonment of the application; or (2) if there is enough money to cover the
statement of use, but not enough to cover the extension request, the USPTO will
apply the fees to the statement of use. See TMEP §1110.07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fees when an applicant submits a request to divide along with an extension request
and statement of use.
만약 출원인이 "보험" 연장신청을 사용진술서와 동시에 제출하였고 출원인이 두 가지 모두가 아
닌 한 가지 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하였다면, 미국특허청은 다음과 같이 수수료를 적용할 것
이다: (1) 만약 연장신청에 충분한 금액이라면, 미국특허청은 출원의 포기를 피하도록 연장신청
수수료로 적용할 것이다; 또는 (2) 만약 사용진술서 제출에 충분한 금액이지만 연장신청에 충분
한 비용이 아니라면, 미국특허청은 사용진술서에 해당하는 수수료로 적용할 것이다. 출원인이 연
장신청과 사용진술서의 분리신청을 하였을 때 수수료의 적용에 관한 TMEP §1110.07 참조.
If an applicant files an “insurance” extension request with a statement of use and the
extension request is defective, the ITU staff will deny the request and advise the
applicant of the reason for denial. If the statement of use meets the minimum
requirements for examination on the merits, the ITU staff will then forward the
application to the examining attorney. If there is time remaining in the current period
for filing a statement of use, the applicant may file a substitute extension request.
만약 출원인이 사용진술서와 함께 "보험"연장신청을 하였고 연장신청에 결함이 있을 때, ITU심사
관은 신청을 거절하고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설명할 것이다. 만약 사용진술서가 최소한의 요건

- 25 -

들을 충족시킨다면, ITU 심사관은 당해 출원을 심사관(examining attorney)에게 전달할 것이다.
만약 사용진술서 제출기한이 남아있다면 출원인은 보정된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See TMEP §1108.03(a) regarding the processing of an extension request after a
statement of use has been referred to an examining attorney.
심사관에게 사용진술서가 송부된 이후의 연장신청의 처리에 관한 TMEP §1108.03(a) 참조.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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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
03(a)사용진술서가 심사관에게 송부된 이후의 제출된 연장신청의 처리

Under 37 C.F.R. §2.89(e)(1), an applicant may file a request for an extension of time
to file a statement of use after filing a statement of use if: (1) there is time remaining
in the existing six-month period in which the statement of use was filed; and (2)
granting the extension request would not extend the time for filing the statement of
use more than thirty-six months beyond the issuance of the notice of allowance.
SeeTMEP §1108.03.
37 C.F.R. §2.89(e)(1)에 따라, 출원인은 사용진술서가 제출된 이후에 사용진술서 제출기한의 연
장에 관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만약 (1) 사용진술서가 제출된 이후 6개월의 기한이 남아있
을 경우; (2) 연장신청의 승인이 등록결정통지의 발행 이후 36개월 이상 사용진술서의 제출기한
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When an extension request is filed after the statement of use has been referred to
the examining attorney, the request will be referred to the examining attorney. The
USPTO will not examine the extension request unless the applicant needs the
extension to perfect the statement of use.
사용진술서가 심사관에게 송부된 이후 연장신청이 되었을 때, 당해 연장신청은 심사관에게 송부
될 것이다. 미국특허청은 출원인이 사용진술서를 완벽하게 하도록 연장할 필요가 있지 않는 한
연장신청을 검토하지 않을 것이다.
If the examining attorney issues a requirement or refusal based on the statement of
use, the examining attorney should note in the Office action that the extension
request is being referred to the ITU/Divisional Unit for processing of the extension
request. The filing of such an extension request is not in itself a proper response to
an outstanding Office action, and does not extend the time for responding to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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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standing Office action. See TMEP §§1109.16(c) and (d). If the examining attorney
does not issue a requirement or refusal based on the statement of use, the USPTO
will not take formal action on the extension request.
만약 심사관이 사용진술서에 기한 규정 또는 우선권을 문제 삼으려면, 심사관은 연장신청처리를
위하여 ITU/Divisional Unit로 연장신청이 회부되고 있다는 것을 Office action으로 알려야 한
다. 그러한 연장신청의 제출은 그 자체로 미해결된 Office action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아니고,
미해결된 Office action에 대응하기 위한 시간을 연장하지 않는다. TMEP §§1109.16(c) and (d)
만약 심사관이 사용진술서에 기한 규정 또는 우선권을 문제 삼지 않으면, 미국특허청은 연장신청
에 대한 formal action을 하지 않을 것이다.
The USPTO will not refund the filing fee for the extension request, even if the
extension is not needed to perfect the statement of use.
미국특허청은 비록 연장이 사용진술서를 완벽하게 보정할 필요가 없다고 할지라도, 연장신청의
수수료를 환불하지 않을 것이다.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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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
04 연장신청의 거절 이후 청구

If an extension request is denied, the applicant will be notified of the reason(s) for
denial.
만약 연장신청이 거절되면, 출원인은 거절의 이유를 통지받을 것이다.
To avoid abandonment of the application, the applicant must meet the minimum
requirements for filing the extension request on or before the deadline for filing a
statement of use.
출원의 포기를 피하도록, 출원인은 사용진술서 제출기한 내에 연장신청의 출원에 관하여 최소한
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If the USPTO denies the extension request because the applicant failed to meet
minimum filing requirements on or before the statutory deadline, and there is time
remaining in the applicant’s existing period for filing the statement of use, the
applicant may file the statement of use and/or a substitute extension request.
Otherwise, the applicant’s only recourse after denial of the extension request is a
petition under 37 C.F.R. §§2.89(g) and 2.146, or a petition to revive under 37 C.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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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if appropriate. SeeTMEP §1108.05 regarding petitions that may be filed after the
denial of an extension request.
만약 미국특허청이 출원인이 법정기한 내에 요건을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연장신
청을 거절하고 출원인의 사용진술서 제출기한이 남아있다면, 출원인은 사용진술서와/ 또는 보정
된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출원인의 연장신청의 거절 이후의 상환청구는 37
C.F.R. §§2.89(g) and 2.146에 따르는 청원서 또는 만약 적합하다면 37 C.F.R. §2.66에 의하여
회복될 수 있는 청원서이다. 연장신청의 거절 이후에 제출할 수 있는 청원서에 관한 TMEP
§1108.05 참조.
The minimum filing requirements that must be satisfied before expiration of the
statutory deadline are: (1) a verified statement, signed by a person properly
authorized to sign on behalf of the applicant, that the applicant has a continued bona
fide

intention

to

use

the

mark

in

commerce;

(2)

an

identification

of

the

goods/services on or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applicant has a continued bona
fide intention to use the mark in commerce; and (3) payment of the prescribed fee
for at least one class of goods/services. In re El Taurino Restaurant, Inc., 41 USPQ2d
1220, 1222 (Comm’r Pats. 1996).
법정기한의 만료 전에 충족되어야만 하는 최소한의 출원요건은: (1) 출원인을 대신하여 서명하도
록 승인된 적합한 자에 의하여 서명되고, 출원인이 표장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계속적인 진실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입증된 진술서; (2) 상품/서비스의 증명서 또는 출원인이 표장을 상업적으
로 사용할 계속적인 진실한 의도를 가진다는 것과 관련된 증명서; (3) 적어도 상품/서비스의 1류
에 해당하는 규정된 수수료의 납부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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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
05 사용진술서 제출의 기한 연장요청의 거절에 대한 청원서

If an extension request is denied, and there is no time remaining in the statutory
filing period, the application is abandoned. Applicant’s recourse is as follows:
연장신청이 거절되고 법정신청기한이 남아있지 않다면 출원은 포기된다. 출원인의 상환청구는 다
음과 같다:
· Petition to Revive Under 37 C.F.R. §2.66. If the applicant unintentionally failed to
comply with the minimum filing requirements (seeTMEP §1108.04 for a list of these
requirements), the applicant may file a petition to revive under 37 C.F.R. §2.66, wit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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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months of the issuance date of the denial of the extension request, and must
include the fee required by 37 C.F.R. §2.6. SeeTMEP §§1714 et seq. regarding petitions
to revive.
37 C.F.R. §2.66.에 의한 권리회복을 위한 청원서. 만약 출원인이 본의 아니게 최소한의 신청요
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면, 출원인은 37 C.F.R. §2.66,에 의하여 연장신청의 거절 발행일로부
터 2개월 내로 37 C.F.R. §2.6.에 의해 규정된 수수료를 포함하여 권리회복을 위한 청원서를 제
출할 수 있다.
· Request for Reinstatement. If the applicant has proof that shows on its face that the
extension request met the minimum requirements when filed, the applicant may
request reinstatement within two months of the issuance date of the denial of the
extension request. For example, if the extension request is denied due to the omission
of a fee, and the applicant has proof that shows on its face that the fee was
included, the applicant may request reinstatement. No fee is required. The request
should be directed to the ITU/Divisional Unit. SeeTMEP §1712.01 regarding the types
of evidence that support reinstatement.
권리회복의 청구. 신청인이 연장요청 제기시에 최소요건을 충족했음을 외관상 보여주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신청인은 연장요청 거절통지일로부터 2개월 내에 권리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연장요청이 수수료 누락 때문에 거절되었고, 신청인이 그 수수료가 포함되었음을 외관상
증명할 수 있다면 신청인은 권리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수수료는 없다. 이 요청은
itu/divisional unit로 송부되어야 한다. 권리회복을 뒷받침해주는 증거의 종류에 관해서는
TMEP §1712.01을 참조.
· Petition Under 37 C.F.R. §2.146. The applicant may file a petition under 37 C.F.R.
§2.146 if the applicant believes that the ITU staff’s denial of an extension request was
improper (e.g., if applicant contends that the extension request actually met the
requirements of 15 U.S.C. §1051(d)(2) and 37 C.F.R. §2.89, but was improperly denied).
37 C.F.R. §§2.89(g) and 2.146(a)(2). For example, the applicant might file a petition
claiming that the denial was improper if the ITU staff denied an extension request
because the applicant’s showing of good cause was insufficient, but applicant believes
that the showing was sufficient. The applicant must file the petition within two months
of the issuance date of the denial of the extension request, and must include the fee
required by 37 C.F.R. §2.6. SeeTMEP Chapter 1700 regarding petitions.
37 C.F.R. §2.146에 의한 청원서. 출원인은 ITU 심사관의 연장요청 거절이 부당하다고 믿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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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37 C.F.R. §2.146에 따라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출원인이 15 U.S.C.
§1051(d)(2)와 37 C.F.R. §2.89에 의한 연장요청 요건을 실제로 충족하고 있으나 부당하게 거절
됐다고 주장하는 경우) 37 C.F.R. §§2.89(g) and 2.146(a)(2). 예를 들어, ITU 심사관이 출원인
이 충분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연장요청을 거절했으나, 출원인은 그 증명이 충분하
다고 믿는 경우, 출원인은 그 거절이 부당함을 주장하는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출원인은 연
장요청 거절통지일로부터 2개월 내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37 C.F.R. §2.6에서 요구하는 수
수료를 포함해야 한다. 청원서에 대해서는 TMEP Chapter 1700참조.
Filing a petition or request for reinstatement does not stay the time for filing a
statement of use or further extension request. 37 C.F.R. §2.89(g). However, if the
applicant fails to file a statement of use or further request(s) for extension(s) of time
to file a statement of use during the pendency of a petition, the applicant will be
given an opportunity to perfect the petition by paying the fee(s) for each missed
extension request and filing the last extension request, or statement of use, that
should have been filed. In re Moisture Jamzz, Inc., 47 USPQ2d 1762 (Comm’r Pats.
1997).
청원서 제출 또는 권리회복 요청으로 사용진술서를 제출하거나 추가적으로 기한연장을 요청하는
기한은 보류되지 않는다. 37 C.F.R. §2.89(g). 그러나 청원이 계류된 동안 출원인이 사용진술서
를 제출하거나 사용진술서 제출기한연장을 위한 추가적인 권리회복을 요청을 하지 못했다면, 그
출원인은 놓친 기한연장요청 건의 각각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제출했어야 했던 사용진술서
를 제출하거나 지난 기한연장 요청을 함으로써 청원을 완료할 기회를 제공받는다. Moisture
Jamzz 건에 관해서는 47 USPQ2d 1762 (Comm’r Pats. 1997).
If a petition is granted, the term of the requested six-month extension will run from
the date of the expiration of the previously existing six-month period for filing a
statement of use. 37 C.F.R. §2.89(g).
청원이 받아들여지면, 요청된 6개월 연장조건은 사용진술서의 제출을 위해 기존에 존재했던 6개
월의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부터 시작된다.
No petition or request for reinstatement will be granted if it would extend the
deadline for filing a statement of use beyond thirty-six months after the issuance of
the notice of allowance. 15 U.S.C. §1051(d)(2).
등록결정통지서가 발행되고 36개월이 지난 이후에 사용진술서 제출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청원서 또는 권리회복 요청이 허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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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에 의한 상표출원의 심사절차
1109 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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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ntofUse Under§1(d)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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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 상표법 제1조 d호 하의 사용진술서
As noted in TMEP §1103, an intent-to-use applicant must file an allegation of use in
order to obtain a registration. This section discusses statements of use only.
SeeTMEP §§1104 et seq. regarding amendments to allege use.
TMEP §1103에 기술되어 있듯이, 사용의사가 있는 출원인은 등록을 획득하기 위해서 사용의 주
장(allegation of use)을 하여야 한다. 이 섹션에서는 사용진술서에 대해서만 논의한다. 사용진술
서의 보정에 대해서는 TMEP §§1104 이하 참조.
Under 15 U.S.C. §1051(d), a statement of use must be filed within six months of the
issuance date of the notice of allowance, or within a previously granted extension of
time to file a statement of use.
15 U.S.C. §1051(d)에서 사용진술서는, 등록결정통지서 발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지난 사용진술
서제출 연장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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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01 사용진술서의 최소 제출요건
The statement of use must meet the following minimum filing requirements before it
may be referred to an examining attorney for examination on the merits:
사용진술서는 실익 심사를 위해 심사관에게 회부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제출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the prescribed fee for at least one class;
최소 1류 이상에 대한 규정된 수수료
(2) one specimen or facsimile of the mark as used in commerce; and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표의 견본 또는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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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 verification or declaration signed by the applicant or a person properly
authorized to sign on behalf of the applicant that the mark is in use in commerce.
상표가 상업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진술서 또는 증명서
37 C.F.R. §2.88(e).
A statement of use that omits the allegation of use in commerce, but asserts a
verified

date

of first

use

in

commerce,

may be

accepted

as substantially

in

compliance with the minimum filing requirement of 37 C.F.R. §2.88(e)(3) for a verified
statement that the mark is in use in commerce. In re Carnicon Development Co., 34
USPQ2d 1541 (Comm’r Pats. 1992); In re Conservation Technology Inc., 25 USPQ2d
1079 (Comm’r Pats. 1992). The examining attorney will require an allegation that the
“mark is in use in commerce” during examination. SeeTMEP §1109.09.
상업적 사용주장이 생략되었으나 최초 상업적 사용일 증명을 포함한 사용진술서는, 상표의 상업
적 사용증명을 위한 37 C.F.R. §2.88(e)(3)상의 최소 제출요건에 상당히 부합하는 것으로 받아들
여질 수 있다. 34 USPQ2d 1541 (Comm’r Pats. 1992)의 carnicon Development Co. 사례,
25 USPQ2d 1079 (Comm’r Pats. 1992)의 Conservation Technology Inc. 사례 참조. 심사관
은 심사 중 "상표가 상업적 사용 중이라는" 주장을 필요로 한다. TMEP §1109.09 참조.
See TMEP §1109.02 regarding review of the statement of use for compliance with
minimum filing requirements, and TMEP §1109.06 regarding the requirements for a
complete statement of use.
최소 제출요건의 준수를 위한 사용진술서 검토에 관해서는 TMEP §1109.02, 완전한 사용진술서
를 위한 요건에 관해서는 §1109.06 참조.

마. 일본의 상표사용의사확인제도19)

(1) 일본 상표법 제3조 제1항
일본 상표법상 상표등록받을 수 있는 상표는, 현재 사용 중이거나 또는 가까운 장래에 사
19) 이하 김병일, 전게논문, 121-1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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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의사가 있는 상표로 한정된다. 일본 상표법 제3조 제1항에서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상표는 다음에 열거하는 상표를 제외하고 등록받을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고, 일본 상표법 제3조 제1항은 우리나라 상표법 제3조의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
는 자”와 유사한 규정으로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는 주체적인 요건을 등록요건으로 규정
하고, 상표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15조 제1항에서 거절이유로
하고, 또한 상표법 제46조 제1항에서 무효사유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사용의사에 대
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출원서에 기재되어 있는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은 반드시 사용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사용의사가 있는 지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일본 상표법 제3조 제1항 주
서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일본 상표법 제15조에 의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거절이유의 통지대상은 일본 상표심사기준 제1 제3조 제1항의 2에서 명시하고 있
다.

(2) 사용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대상
일본 상표심사기준 제1 제3조 제1항의 2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대
상은 도⋅소매업과 관련된 것과 유사군 코드가 다수 포함된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지정한
경우이다.
도⋅소매업은 ⅰ) 의료품⋅식음료품⋅생활용품에 관한 각종 상품을 일괄하여 취급하는 소
매⋅도매의 업무를 통하여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즉, 종합소매 등 서비스를 개
인이 지정하여 출원할 경우, ⅱ) 종합소매 등 서비스를 법인이 지정한 경우에 있어서, 자기
의 업무에 관한 상품⋅서비스에 대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직권으로 조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원인이 종합소매 등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지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ⅲ) 유
사관계가 없는 복수의 소매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사용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도⋅소매업이 아닌 경우에는, 1건의 상표⋅서비스에 유사군을 8개 이상 지정할 경우에는
일본 상표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사용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위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출원 시부터 사용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출하여 사용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일본 상표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통지할 수 없다. 출원인이 지정상품⋅지정서비스
업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일본 상표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한다.
여기서 출원인이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라는 것은, 법
률상의 제한으로 상품⋅서비스업에 대한 업무를 위법하게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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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상표를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20)

(3) 상표 사용⋅사용의사 확인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에 관한 업무를 출원인이 사용하는지⋅사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합
리적인 의심이 있다고 판단되어 일본 상표법 제3조 제1항을 근거로 거절이유를 통지받으면,
거절이유에서 지적받은 상품⋅서비스업에 속한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 전체에 대하여, 일
본 상표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자기의 업무에 관한 상품⋅서비스업에 대한 사용요건을 충
족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유사군마다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에 관한 업무를 사용하
고 있는지⋅사용할 것인지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4) 상표사용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에 관련되는 업무를 출원인이 사용할 예정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는, 출원 후 3-4년 이내(등록 후 3년 까지)에 상표사용을 개시할 의사를 표시할 필요가 있
다. 즉, 사용의사를 표시한 문서와 그 준비상황을 표시한 서류의 제출이 요구되는데, 구체적
으로는 ⅰ) 출원상표를 사용할 의사⋅ⅱ) 지정상품의 생산⋅사용⋅양도 등 어떤 사업의 구
체적 실시계획, 지정서비스의 경우는 서비스의 제공계획⋅ⅲ) 상표사용의 개시시기를 표시
하고, 출원인인 기명⋅날인한 서면, 법인의 경우는 담당책임자의 기명⋅날인한 서면을 제출
할 필요가 있다. 만일 사용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나 해당 사업계획에 의심이 가는 경우
에는 사업실시나 계획을 뒷받침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0)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나홀로 사건에서 문제된 것과 같이, 특정한 자격이 필요한 업종에 그러한 자격
없이 출원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 34 -

제3장 상표의 사용과 서비스표 및 상호간의 관계
1. 현행 상표법
7.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다.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
위
② 제1항제7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품,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또는 표찰에 상
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상품,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또는 표찰을 표장의 형상이나 소리 또는
냄새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 <신설 1997.8.22, 2011.12.2>
③ 서비스표·단체표장·증명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는 이 법 중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50조(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사용
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개정 제시 1안
7.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다.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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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7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품,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또는 표찰에 상
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상품,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또는 표찰을 표장의 형상이나 소리 또는
냄새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 <신설 1997.8.22, 2011.12.2>
③ 서비스표·단체표장·증명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는 이 법 중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50조(상표권의 효력) ①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
다. 다만, 그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사
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표권자의 제2조 제1항 제7호 다목의 사용은 타인의 등록서비스권 또는 상호권의 행사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서비스 제공시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물건에 서비스표를 붙이는 행위, 서비스
제공시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물건에 서비스표를 붙인 것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서
비스의 제공시 그 제공에 수반되는 물건에 서비스표를 붙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상호사용자가 등록된 상표나 서비스표와 혼동방지 조치를 취하는 한 간단한 도형
이나 기호 또는 색채를 부가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3. 개정 제시 2안
7.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다.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
위 (본 조항 삭제)
② 제1항제7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품,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또는 표찰에 상
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상품,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또는 표찰을 표장의 형상이나 소리 또는
냄새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 <신설 1997.8.22, 2011.12.2>
③ 서비스표·단체표장·증명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는 이 법 중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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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사용
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개정 제시 3안
7.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전시하는 행위
다.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거나
이를 내용으로 하는 정보에 상표를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
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서비스제공장소(간판 또는 표찰을 포함한다.)에 서비스표를 표시하는
행위와 서비스를 제공 받는 자의 서비스이용에 제공하는 물건(양도하거나 대여하는 물건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에 서비스표를 부착하는 행위
마. 서비스제공에 이용(양도하거나 대여하는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같다.)하는 물건(서비스의 제
공에 있어서 그것을 제공 받는 자의 이용에 제공하는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서비스표장
을 표시하거나, 서비스제공에 있어서 그와 같이 표시한 것을 이용하거나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전시하는 행위
바. 전자적 방법(전자적 방법, 자기적 방법 그 밖에 인간의 지각에 의해 인식할 수 없는 방법을
말한다. 다음 호에서 같다)으로 영상면을 이용한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그 영상면에 서비스표장
을 표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사. 서비스에 관한 광고21), 가격표 또는 거래서류에 서비스표장을 표시하여 전시하거나 배포하
거나 이를 내용으로 하는 정보에 서비스표장을 표시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22)
② 제1항제7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품,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또는 표찰에 상
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상품,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또는 표찰을 표장의 형상이나 소리 또는
냄새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 <신설 1997.8.22, 2011.12.2>
③ 서비스표·단체표장·증명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21) 다만 화면의 영상에 광고로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광고를 상표(서비스표)의 사용에 포함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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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 법 중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50조(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사용
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취지
가. 상표와 서비스표와의 충돌
사건

요약

훼 미리햄 버

등록서비스표권자가 햄버거 포

거

장지에 사용

수 원삼성 도
매 센터
거북이 약품

결론

간판에 사용
등록서비스표권자가

상표권 침해 (서울고법84나4257)

상표권 침해 (95도1770)
거래명세

서, 거래장에 사용

상표권 침해 (92후1844)
세관신고서등 공용문서에 사용은 출처표시

세관신고서등에 사용

가 아님(상표비침해)

바이런 에메

명함에 수기 사용/신문에 광고

랄드

사용

명함에 수기사용/신문에 광고는 출처표시
사용(상표침해)
기타 거래서류 - 출처표시사용으로서 상표
침해

기타 거래서류

(2000마4424)
본죽사건

등록서비스권자가 죽용기, 포장

서비스표권의 사용범위, 상품에 사용하는

용 쇼핑백, 죽용기, 젓가락, 냅

것은 서비스권의 권리범위내

에 대한 고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상품의 경우에는 전자거래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광고와
같은 역할을 한다. 물론 서비스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겠지만, 예컨대 팝업광고의 경우나 배
너광고의 경우 대부분이 해당 서비스 제공 웹페이지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를 광고로 볼지 영업으로
볼지문제이기는 하나, 광고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22) 상표와는 달리 간판과 표찰에 서비스표 표시행위를 제외했다. 이는 상호와 서비스표의 충돌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상표의 경우에도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그 이유는 서비스표와 상
표가 충돌하는 것과 같이 상호와 상표도 충돌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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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 등에 사용

(특허법원 2005허9053)

원래 서비스표는 상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본죽사건과 같이 서비스표의 사용은 포
장용기 등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판결하는 것이 타당하였다. 본죽사건판결은 훼
미리 햄버거 사건에 비추어 보면 서비스표 사용의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
다만, 본죽사건은 하급심의 판결이고 해석상 분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입법적으로 해결하
는 것이 타당하다.

나. 제1안
본 조항은 미국법상 병행사용과 같은 취지로서, 출처표시로서 상표⋅서비스표⋅상호 사용
자는 모두가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
는 반포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상표법 제51조(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
으로 표시하는 상표)나 개정 제51조(“부정경쟁의 목적없이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거래업계
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거래관행에 따라 표시하는 상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
더라도, 상표, 서비스표 및 상호가 모두 출처표시나 identity 표시로서 사용의 필요성이 있
는 영역(공역, commons)이 존재하는 바, 본 조는 그러한 공역을 허용하는 것이다. (아래의
판결들을 보면, 상표와 서비스표 및 상호 간에 사용에 있어서 충돌 문제가 발생한다.).
본죽 사건(특허법원 2005허905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허법원은 서비스표의 사용은 서비
스를 제공하는 장소에 부착한 간판에 서비스표를 표시하는 행위, 지정서비스업에 관한 광고
전단, 정가표 또는 거래서류에 서비스표를 붙여서 배포·사용하는 행위가 포함되고, 더 나아
가 서비스 제공시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물건에 서비스표를 붙이는 행위, 서비스 제공시 수
요자에게 제공하는 물건에 서비스표를 붙인 것을 사용해 서비스를 붙이는 행위, 서비스의
제공시 그 제공에 수반되는 등 필수적으로 관계된 물건에 서비스표를 붙이는 행위도 이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본 특허판결은 이전의 대법원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으로서, 서비스표
와 상표의 사용의 범위를 정리하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그 의의는 매우 크다. 즉 상표와 서
비스표 나아가 상호의 사용현실을 반영하여 공역(commons)을 설정한 것이다.
상표나 서비스표, 또는 상호 사용자간에 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출처표시)은 충돌이 없더
라도 부수적인 사용에 있어서 상표와 서비스표 및 상호의 충돌이 발생하는데, 이는 상표와
서비스표의 사용의 일정부분을 병행적 사용(concurrent use)으로 해결할 수 있다. 상호도
출처표시는 아니지만, identity 표시를 하기 때문에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이러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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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제51조 제1항에 의해서 상호는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출처표시하는 것은 허용되
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상표나 서비스표와 충돌이 되고, 본 개정안은 그 중에
서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
는 행위”에 대해서만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공역(commons)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제51조
제1항은 상표사용범위 전체(제2조 제1항 제7호 가, 나, 다목)에 대해서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기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본 안은 제2조 제1항 제7호 중에서 다목 만을
상표/서비스표/상호 사용자 상호간에 상표적 사용에 대하여 병행사용을 허용하자는 것이므
로 차이가 있다.
제51조 제1항 제1호의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란, 상품거래사회에서 보통 행하여지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으로서, 상표사용에 있어 일반의 주의를 끌 만한
서체나 도안으로 표시하는 것은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없어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여 제51조의 적용이 없다.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도401 판결)
그리고 제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간판 또는 표찰”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
용행태이므로 제51조의 적용도 있지만, 제51조에 관한 대법원 판례들이 현실의 상호 사용
형태(상호 사용에 컬러/디자인을 사용하는 현실)를 수긍하지 않고 있으므로 디자인이나 컬
러를 많이 사용하는 현실에 따라 이러한 형태는 상표, 서비스표, 상호사용자가 공유해야 할
사용 형태가 아닌가 한다.23) 광고, 정가표 및 거래서류 등은 상품의 출처표시인지, 서비스의
출처표시인지 또는 영업 주체의 표시(identity- 상호)인지 불분명한 형태가 많으므로, 현실
에 따라서 모두가 그러한 형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결론적으로 상표와 서비스표 및 상호의 사용에 필요한 일부분에 대하여 병행적 사용을 인
정하는 것이다. 병행적 사용은 상표, 서비스표 및 상호간에 공역(common)을 설정하는 것
이다. 상표의 사용의 모든 범위에 공역을 설정할 필요는 없다. 상표나 서비스표 사용에 있
어서 부수적인 부분, 예컨대,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대한 사용은 이는
아래 판결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표나 서비스표 모두에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영역은

23) 최근 대법원은 전통적인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디자인을 많이 사용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어교육 수준을 참작할 때 ‘’은 ‘참’의 고어로 일반인들에게 어렵지 않게 인식될 것으로
보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 위와 같은 도안화의 정도만으로는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어 문자의 기
술적 또는 설명적인 의미를 직감할 수 없는 등 새로운 식별력을 가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
으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참 맑은’이라는 문자로서 인식된다. 사용상품에
대한 의미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매우 깨끗한, 잡스럽거나 더러운 것이 전혀 섞이지 않은’과
같이 사용상품의 품질 등을 나타내는 의미로 직감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후35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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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표나 상표 모두에게 광고지 등에의 사용을 인정하는 것이다.

--> 위 사례는 서비스표적 사용인지 상호적 사용인지 불분명하다.

상표와 서비스표 그리고 상호간의 충돌시의 해결방법으로 상표와 서비스표간에 선원주의
원칙으로 해결하는 경우에는, 상표와 서비스표를 구분하여 등록하는 것에 대한 의의가 상실
된다. 왜냐하면, 상표등록이 미등록(후등록) 서비스표사용에 영향을 미치고, 서비스표등록이
미등록(후등록) 상표사용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배제효가 상호간에 인정되어 상표나 서비스표의 선출원등록에 의해서 동일/유사범위의
상표나 서비스표의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상표등록을 하면, 동일/유사범위에
서 서비스표등록에 대한 배제(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
유사범위에서 서비스표사용의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호가 상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특히 서비스표는 상호사용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위 중앙일보 기사와 같이, 영세 상인이나 농어촌 자영업자들은 상표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상호내지 서비스표로 사용하면서도 서비스표등록이나 상호등록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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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기 때문에, 등록된 서비스표와 충돌을 일으킨다. 물론 이러한 경우 상호로서 사용하여 자
신의 identity로 사용하지만, 서비스표로서의 사용과 구별할 수 없다. 이에 이러한 상호 사
용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제1안은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표나 등기되지 않는 상호의 경우에는, 이러한 공역
(common)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지만 제2안의 경우는 인정한다. 이와 같은 방법은
후에 사용하는 서비스표(상표)의 권리가 선출원 상표(서비스표)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선출원주의와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왜
냐하면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해서 동일/유사 범위의 서비스표등록은 제한되기 때문이다.
선출원 상표나 서비스만이 완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출원등록을 하지 않은 상표나 서
비스표는 완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선사용이면서도 선출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와 선사용자의 권리(57조의 3)를 갖추지 못한 서비스표나 상호가 영수증,
간판, 광고, 거래서류 등에 대한 범위에서 타인의 상표/서비스표와 충돌될 수 있는 서비스
표/상호/상표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일 뿐이다.
제51조에 상표권의 한계 규정이 있더라도, 본 조항은 상호나 상표, 서비스표 등을 보통으
로 사용하는 비상표적 사용에 관한 것이므로, 상표나 서비스표를 광고 등에 “출처표시”로
사용하는 상표적 사용에 제51조가 적용되지 않고 제50조가 적용된다.

다. 제2안
제1안이 제2조 제1항 제7호중에서 다목에 대하여 상표, 서비스표, 상호 사용자간에 병행사
용을 허용하자는 것이지만, 제2안은 상표 사용의 범위에서 다목을 삭제하자는 것이므로 그
차이가 있다.
상표사용의 내용에서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
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를 삭제하여, 상표권자의 배타적인 사용의 범위에서 제외하였
다. 본안에 의하면, 상표권자, 서비스표권자, 상호사용자, 제3자도 누구든지 그러한 사용을
할 수 있다.
제51조에 규정을 두더라도 이는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므로, 출처표시로서의
사용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란 보통의 인쇄문자나 도안화
되지 아니한 문자 도형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라
고 한다. 따라서 상표의 문자가 도안화되거나 색채가 있거나 하면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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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즉 제51조 제1항이 적용되는 범위는 매우 작으므로, 현재 문제되는
사안들에 있어서 제51조 제1항 제1호를 적용받기란 쉽지 않다.
상표권자 보호가 미흡할 수도 있지만, 사실 위와 같은 행위는 모두가 공유할 필요가 있는
범위라고도 할 수 있다.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업자도 광고 등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다. (대
법원 2002. 9. 24. 선고 99다42322 판결) 만일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
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가 혼동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부정
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가능하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99
다42322 판결)
개정안에 따르면 상표권자가 아니더라도 타인의 상표를 광고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상표권자를 보호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라. 제3안
본죽사건(특허법원 2006. 4. 6. 선고 2005후9053 판결)이나 일본법과 같이 서비스표사용에
대해서 정의규정을 두면, 서비스표와 상표의 사용간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서비스표적으로 사용하는 상호에 대하여 배려조항이 필요하다.

마. 서비스표의 경우
서비스표등록의 효력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무리가 있다고 보인다. 전국적으로 유통
되는 상표와는 달리 서비스표는 그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으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요즈음은 가맹점영업이 보편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많은 등록된 서비스표의 서비스가 제공
되는 것이 한 지역에 불과한 경우에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비스표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서비스표가 사용되는 지역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
하는 것이 법이론적으로는 타당하다. 그러나 등록의 효력은 전국적으로 미치는 것이므로,
해당지역에서 서비스표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 사용되는 상호와의 갈등관계가 발생할 염려
가 적다. 따라서, 서비스표권의 효력범위를 제한하든지 또는 상호와의 관계상 서비스표권의
효력을 제한하여, 서비스표와 상호가 병존하는 것을 수용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서비스업 제공자가 서비스표와 상호를 같이 사용하는 실태를 감안한다
면, 서비스표와 상호의 병행사용을 인정하는 것이 현실을 반영하고, 영세사업자를 보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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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현재의 원칙을 엄격히 한다면 상표/서비스표와 상호는 구별되
는 것이므로, 상호사용자도 서비스표나 상표등록을 하여야 보호받을 수 있다.

바. 상호의 경우
상호에 대해서는 상표법에서 현재와 같이 유지하고, 특히 서비스표와의 충돌에 대해서 상
호에 관한 모법인 상법에 규정을 두어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상법에 대한 주무부서인
법무부에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6. 해설
가. 상표와 서비스표간의 충돌시의 해결방법과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
상표와 서비스표간의 충돌시의 해결방법으로 상표와 서비스표간에 선원주의 원칙으로 해결
하는 경우에는, 상표와 서비스표를 구분하는 것에 대한 의의가 상실된다.
사건

판시

설명

"훼미리" 또는 이의 영문자 표시인 "FAMILY","Family"를
별지목록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안화하거나 이를 다
시 도안화 된 다른 도형과 결합함으로써 상표화하고 햄버
거를 판매함에 있어 그 용기 또는 포장지에 사용하는 것
을 위 법조에서 말하는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
이라 할 수는 없다.
서어비스표는 서어비스업을 하는 자가 자기의 서어비스를
훼 미 리

다른 사람의 서어비스와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햄버거

으로서 이는 유형물인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구별하
기 위한 표장인 상표와는 달리 무형의 서어비스 자체를

서

울

고

법

1987.12.24. 선고 84
나4257 제14민사부
판결

표창하는 것이므로 등록된 서어비스표의 효력은 그 지정

원고 상표등록, 피고

된 서어비스업에만 미친다고 하겠고, 따라서 서어비스표

서비스표등록

를 유형물인 상품에 직접 부착하는 행위는 그 본래의 권
리범위를 넘는 것이므로,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한 상표
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그 서어비
스표가 상표법 소정의 확정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선언되
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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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라 할 것인바, 피고가 고객들에게 햄버거를 제공
함에 있어 그 용기와 포장지에 위 제4 내지 7 서어비스
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인쇄하여 넣음으로써 이를
본래의 용도와는 달리 유형적인 상품에 사용하고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서비스업 중에서 상품과 관계있는 서비스업에 대해서
는 어느 상품에 사용되는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
을 그 상품과 밀접한 관련 있는 서비스업에 그 서비스표
로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가 그 서비스업의 제공자를
상품의 제조판매자와 동일인인 것처럼 서비스표의 출처에
대하여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고, 특히 거래사회의 실
정으로 보아 서비스업의 제공과 상품의 제조 판매가 동일
한 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때가 많고, 일반인들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혼동의
우려는 더욱 많아진다 할 것이다.
- "삼성수원도매센타"라는 서비스표로 전기 전자용품의
판매 등 관계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등록상표권자인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대리점으로 오인케
수원삼성
도매센터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도1770 판결
부등록사유와 상표권
의 범위를 동일시한
판결-의문인 판결

하여 그 서비스업의 출처나 신용 및 품질 등에 관하여 오

혼동은 부정경쟁방지

인, 혼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위반은 될지 몰라

위와 같은 경우에는 상표의 서비스표적인 사용도 등록상

도, 상표권의 범위내

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 상표법위반죄에 대하여

는 아닌 것으로 봐야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하지 않는가?
삼성의 상품을 판매

[본 사건의 피고인은 (주)삼성전자의 대리점이 아니면서
도, 간판에 위 회사의 등록상표인 "SAMSUNG", 3개의 별
모양과 비슷한 위 삼성전자의 로고 및 "삼성수원도매센타
"라는 표시를 하여 3평정도의 판매장에서 위 삼성전자의
가전제품을 판매해 오고 있다[소규모라서 대리점 자격이
없으며, 삼성전자(주)는 서면으로 피고인에게 위 간판의
사용금지를 촉구한 바 있다]. 한편, 피고인이 판매하는 물
건은 위 삼성전자가 제조한 정당한 물품이었다. 피고인은
간판에 사용했으므로, 대법원 판결과 같이 서비스표로 사
용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상호로 사용한 것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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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 상표권침해
인가?

수 있다.]

- 피청구인이 영위하는 의약품도매업 및 그 부대사업은

대법원 1993.12.21.

의약품제조판매업과는 별도로 의약품의 유통, 판매전략

선고 92후1844 판결

등에 관련된 독립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업으로 볼
것이므로 상표법상 서비스표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업
청구인: (거북표 +

에 해당한다.

"TORTOISE") 상표등
- 피청구인이 자신의 서비스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자기

록, “거북표”라고 표

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더라

기 사용

도 자기의 상호로 구성된 이 사건 (가)호 표장 “(주)거북

거 북 이
약품

이약품”을 자신의 거래명세서, 거래장등에 나타낸 이상

피청구인:

자신의 서비스와 타인의 서비스를 구별하기 위한 표장으

약품” 서비스표 등록

로서 사용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가)호 표장
을 단순히 상호로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서비스표적으
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등록상표(거북표 + "TORTOISE")의 지정상품(중추신경
계용약제, 말초신경계용약제, 순환기관용약제, 소화기관용
약제, 비타민제, 자양강장변질제, 증류수, 접착제, 사향”)
과 피청구인의 의약품도매업 및 그 부대사업의 서비스업
은 동일하지 않으나, 취급품목이 동종의 상품에 속하는
것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 위 서비스업이 이 사건 등록
상표권자의 영업인 것으로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어
(가)호 표장을 사용하는 위 대상 서비스업은 이 사건 등
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성 내지 동종성이 인정된다.

본죽사건

“거북이

“(주)거북이약품”을
자신의

거래명세서,

거래장에 표기 사용
명함에 자신의 회사
를 표기하는 것이 상
표/서비스표적

사용

인가? 상호적 사용이
될 수 없는가?
그러면, 명함에 이름
을 표기하는 것도 상
표/서비스표적

사용

인가?

- 원래 서비스표는 무형인 서비스의 식별표지이고, 상표

포장용 쇼핑백, 죽용

는 유형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표장으로서 각자 수행하

기, 젓가락, 냅킨 등

는 기능이 다르므로, 서비스표를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

을 지정상품으로 상

는 등록서비스표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음이 법리상 당연

표등록한 피고가 서

하다.

비스표(한식점경영업
등)를 등록한 원고에

- ‘서비스표의 사용’의 개념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

대하여 죽용기, 포장

에 부착한 간판에 서비스표를 표시하는 행위, 지정서비스

지 등에 동일/유사상

업에 관한 광고전단, 정가표 또는 거래서류에 서비스표를

표를 사용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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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여서 배포ㆍ사용하는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나아가 서
비스 제공시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물건에 서비스표를 붙
이는 행위, 서비스 제공시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물건에
서비스표를 붙인 것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서비스의 제공시 그 제공에 수반되는 등 필수적으로 관계
된 물건에 서비스표를 붙이는 행위도 이에 포함된다고 봄
이 마땅하다.
-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한 표장을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가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 상품
이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서비스표의 사용’의 개념범
위 내에 속하는 물건과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여야 한
다.

서비스표권의 권리범
위내가 아니라는 소

- 다만, 서비스업과 상품 사이의 유사성을 지나치게 광범
위하게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질
이나 내용, 제공수단, 제공장소와 상품의 밀접한 관계 여
부, 서비스의 제공과 상품의 제조·판매가 동일 사업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인식되는지 여부, 유사한 표장

극적 확인심판구함.
특허법원 2006. 4.
6. 선고 2005허9053
판결

을 사용할 경우 출처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
부 등을 따져 보아 거래사회의 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죽을 담은 용기 또는 죽용기를 포장하는 쇼핑백에 표장
을 붙이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봄이 옳다.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이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에 포함되는 이상, ‘죽용기
포장용 쇼핑백, 죽용기, 젓가락, 냅킨’ 등을 사용상품으로
하는 확인대상표장은 ‘한식점경영업, 식당체인업’을 지정
서비스업으로 하는 원고의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
한다.]

나. 일본 상표법의 규정
일본 상표법은 다음과 같이 상표와 서비스표의 병존을 허용하고 있다.

③ 이 법률에서 표장에 대한 「사용」이란 다음에 열거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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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표장을 붙이는 행위
2.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표장을 붙인 것을 양도, 인도, 양도 또는 인도를 위해 전시하고, 수
출, 수입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3.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그것을 제공 받는 자의 이용에 제공하는 물건(양도하거나 대여하는 물
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표장을 붙이는 행위
4.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그것을 제공 받는 자의 이용에 제공하는 물건에 표장을 붙인 것을 사용
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
5. 용역제공의 용도에 제공하는 물건(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그것을 제공 받는 자의 이용에 제공
하는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표장을 붙인 것을 용역의 제공을 위해 전시하는 행위
6.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그것을 제공 받는 자의 그 용역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에 표장을 붙이는
행위
7. 전자적 방법(전자적 방법, 자기적 방법 그 밖에 인간의 지각에 의해 인식할 수 없는 방법을
말한다. 다음 호에서 같다)으로 영상면을 이용한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그 영상면에 표장을 표시
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
8.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광고, 가격표 또는 거래서류에 표장을 붙여 전시하거나 배포하거나 이
를 내용으로 하는 정보에 표장을 붙여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

다. 상품과 서비스업의 구별
상표와 서비스표는 그 사용대상이 상품인지 아니면 서비스인지에 의해 구별되는 것이므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구별은 매우 중요하다. 한편 이 문제는 동일⋅유사 표장을 각각 등록
하거나 사용하는 당사자 상호간에 전용권과 배타권의 효력범위를 둘러싼 분쟁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도소매업의 식별표지의 사용’이 상표 사용인지, 서비스표 사용인지 또
는 상호 사용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거북이약품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영위하는 의약품도매업 및 그 부대사업은 의약
품제조판매업과는 별도로 의약품의 유통, 판매전략 등에 관련된 독립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업으로 볼 것이므로, 상표법상 서비스표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하
고, 원심결이 의약품판매업 및 그 부대사업을 상표법상 서비스표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 48 -

업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점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삼성도매센터 사건에서는 삼성전자의 등록상표를 제3자가 상표로서 사용하지 않고,
상호 내지 서비스표 등으로 사용한 것임에도 상표침해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당시 도
소매업 등 판매업을 독립된 서비스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지정서비스업으로 한 서비
스표등록이 되지 않았던 사정이 있어 삼성전자가 서비스표등록을 할 수 없었을 것으로 추정
된다. 그러나 상표법이 도매업에 대하여 서비스표등록을 허용하지 않아서 삼성전자가 서비
스표를 등록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보호필요성은 사실적인 필요성에 불과하
고,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이익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수원도매센터사건에서
대법원이 상호 내지 서비스표로서의 사용이 상표사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타인의 서비스표
적 사용이나 상호적 사용을 삼성전자의 상표권 침해라고 판단하여 무리한 법리해석의 시도
를 강요한 것은, 상호로서의 본질적인 의의를 도외시한 법이론 구성의 실패 내지 정치적인
판단일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위 사건에서 제3자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유권의 행사내지 인격권(상호)의 행사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삼성전자는 아무런 권리가 없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정당하게 제조 유통된
삼성제품만을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에, 권리소진의 법리에 따라 상품자체의 판매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없다. 이는 자유권의 행사이다. 또한 간판으로의 사용은 상표적 사용이
아니고 상호 내지 서비스표로서의 사용에 해당하여, 상표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상표
침해를 주장할 수 없었던 사안이다. 특히 도매업에 대한 사용은 서비스표의 개념에 조차 포
함되지 않는 사용이었던 것이다.
게다가, 상표법상 상표의 기능은 출처오인방지와 품질보증이고 진정상품의 판매는 상표보
호의 기능을 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은 별론으로 하고 상표법으로 형사
처벌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상표의 기능이 훼손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대법원은 일반수요자에게 등록상표권자인 삼성전자주식회사의 대리점으로 오인케하여
그 서비스업의 출처나 신용 및 품질 등에 오인⋅혼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한 것
은, 거래사회의 실정과 추상적인 기준인 일반인들의 생각에 따라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상표법위반죄가 성립하고, 일반인들이 오인⋅혼동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상표법위
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것인 바, 그 기준이 극히 모호하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
긋난 것이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24)

24) 신성기, 등록상표를 서비스표로 사용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죄가 성립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
25호, 616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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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판결의 취지대로라면 상품과 무관한 서비스업을 제외하고는 상표권의 확보만으로
서비스표적 사용까지 통제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표제도의 독자적 존립기반이 위협 받을 수
있다25). 더욱이, 최근 대법원26)이 버버리 사건에서 진정상품 병행수입업자가 외부간판 및
명함에 원고의 버버리 표장을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상표권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한27) 판례
와 대치된다.
그러면, 서비스제공시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물건에 서비스표를 부착하는 등 사용행위와 그
물건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어떤 행위들인가?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7호
다목에 기재된 행위가 아닐까 한다. 이러한 경우에 해결방법은 입법론적으로는 상표/서비스
표와 상호 사용자 모두가 일정영역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병행사용”으로 규정하여
야 한다. 여기서 병행사용은 공역을 설정하는 것이다.
서비스표의 사용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그 서비스의 특징과 상품의 특징을 구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개별적 사용행태에 따라 구별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서비스표와 상표가
동시에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병행사용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라. 상호의 경우
명함⋅거래명세서 상호를 사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상표적 사용이 아니다. 그 이유는 자
신의 identity를 나타내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통상의 사건에서, 대법원 (상호의 경우)은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대하여 등록상표
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바, 여기에서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
로 표시한다.”는 것은 상호를 독특한 글씨체나 색채, 도안화된 문자 등 특수한
태양으로 표시하는 등으로 특별한 식별력을 갖도록 함이 없이 표시하는 것을 의
미할 뿐만 아니라, 일반 수요자가 그 표장을 보고 상호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표장 자체가 특별한 식별력을 갖도록 표

25) 왜냐하면 상표등록만으로 관련 서비스업까지 침해배제가 가능하게 되므로, 굳이 서비스표를 별도로
등록받을 필요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26) 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다42322 판결.
27)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병행수입업자가 소극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적
극적으로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 선전행위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표의 기능
을 훼손할 우려가 없고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나 품질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불러일으
킬 가능성이 없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상표권침해의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상표권자는 상표권에 기하여 그 침해금지나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등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의 원고 버버리 리미티드에 관한 부분 중 외부 간판 및 명함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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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되었는지 외에도 사용된 표장의 위치, 배열, 크기, 다른 문구와의 연결관계,
도형과 결합되어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 실제 사용태양을 종합하여 거래통념상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고 판시하였다. 이는 상호에 아무런 모양이나 색채를 갖지 않는 사용의 행태만을 가정한 것
이다. 그러나 이는 선험적인 판단이다. 상호를 도형이나 색채 등을 사용해서 표기하여야 한
다는 본질적인 이유는 없다. 그 표기방법은 사회경제생활의 변화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외국어, 특히 아라비아문자로 표기된 상호는 우리나라에서 그 문자를 이해할 수 있
는 사람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도형이나 기호로서 인식된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아라비
안의 입장에서는 상호일 뿐이다. 즉 상호도 여러 가지 표기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빨간 삼각형으로 자신의 아이덴티티(identity)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는 없다.

버버리 사건(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다42322 판결)에서, 대법원은
병행수입업자가 위와 같이 소극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선전행위를 하더라도 그
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표의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없고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
게 상품의 출처나 품질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없다면, 이
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상표권 침해의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상표권자는 상표권에 기하여 그 침해의 금지나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등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 판시하였다. 즉 출처표시기능을 침해하지 않으면 상표침해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러한 변화를 인정한 판결도 나타다고 있다. 대법원ﾠ2011. 5. 26.ﾠ선고ﾠ2009후
3572ﾠ판결 사건에서 대법원은 확인대상상표(침해하고 있다고 주장된 상표-피고상표)가 기술
적 명칭인 경우에는 제51조에 의해서 침해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본 사건을 보면,
확인대상표장 “

”은 오돌토돌한 형태의 네모난 테두리 안에, ‘ ’이라

는 문자를 큰 글씨체로 하여 왼쪽에, ‘맑은’이라는 문자를 작은 글씨체로 하여
오른쪽에 세로로 각 배치하고, 이들 도형 및 문자를 모두 붉은 색으로 하여
구성한 표장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어교육 수준을 참작할 때 ‘ ’은 ‘참’의
고어로 일반인들에게 어렵지 않게 인식될 것으로 보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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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도안화의 정도만으로는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어 문자의 기술
적 또는 설명적인 의미를 직감할 수 없는 등 새로운 식별력을 가질 정도에 이
르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참
맑은’이라는 문자로서 인식된다고 할 것이고, 확인대상표장의 실제 사용태양
을 고려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그리고 ‘참 맑은’은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인 “녹차(캔음료), 우롱차(캔음료), 둥글레차(캔음료), 홍차(캔음료),
옥수수수염차(캔음료), 배 및 복숭아 과실음료(캔음료), 식혜(캔음료)” 등에
사용될 경우에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매우 깨끗한, 잡스럽거나 더러운
것이 전혀 섞이지 않은’과 같이 사용상품의 품질 등을 나타내는 의미로 직감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사용상품의 품질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
하는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상표에 해당하므로, 지정상품을 “과일
주스, 비알콜성 음료, 유장(乳漿)음료” 등으로 하는 이 사건 등록상표 “
”(등록번호 제734729호)와의 동일·유사 여부를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본 사건에서 확인대상표장은 상표를 독특한 글씨체나 색채, 도안화된 문자 등 특수한 태양
으로 표시하는 등으로 특별한 식별력을 갖도록 하였는바, 그러한 경우에 식별력이 인정된다
고 하는 종전의 입장과 그러한 경우에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상표를 사용한 것이라
는 본 판례를 비교해보면 본 판례가 기존과 다른 입장임을 알 수 있다.
상호는 그 속성상 출처표시기능이 기본이다. 물론 상호는 상품에 부착 등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호 자체가 identity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상표나 서비스표
와 기능이 중복된다. 즉 상호가 자체의 identity를 표시하는 것이라면 상표는 상품, 서비스
는 서비스의 출처표시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출처표시는 identity 표시의 일부이다. 즉 누
구로부터 파생된 상품인지 상품의 identity 표시를 하는 것이다. 물론 상표의 경우에는 상표
와 그 주체(identity)간의 관련(association)을 나타내지만, 본질적으로 그 주체가 관련되어
있으므로 상호와는 불가분적인 것이다.
상표와 그 기능이 중복되는 출처표시(원산지표시, Indication of Source)의 경우도 실질은
identity도 표시하는 것이다. 즉 출처표시는 상품자체의 identity와 더불어 그 상품의 출처
(source)를 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호와 상표는 공통의 영역이 존재하고, 그 영역은 공유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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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7. 미국 상표법에서의 상표의 사용
미국에서의 상표사용은 우리법과 차이가 있다. 우리법은 물권법정주의와 같이 사용의 개념
이 확정되어야 상표권이 (준)물권으로서의 개념이 확정된다. 따라서 우리법은 사용의 정의가
명확하지만, 미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랜햄법은 “표장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관련된 상
품에 또는 그의 포장에 또는 그것에 관련하여 게시되거나 그것에 태그(tag)나 라벨(label)을
부착하거나, 또는 상품의 성질상 그러한 부착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면 상품이나 상품의 판매
에 관련한 문서에 있을 때에, 표장은 상품에 사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법과 같이
정형화된 형태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에 대한 출처표시나 품질보증기능을 갖는 형태
로 사용되는 경우에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가. 커먼로상의 상표권의 취득과 상표의 사용

(1) 서론
커먼로에서 상인은 스스로 선택한 표장이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대하여 자신의 특정의 브
랜드를 연상시키면, 그 표장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즉, 표장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주어지려면, 표장에 신용(goodwill)을 축적시키고, 표장이 나타내는 것에 대하여 대
중에게 알리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또한 표장이 나타내는 것을 대중에게 친숙하게 하는 과
정을 시작하기 위하여, 표장은 시장에서 상품과 함께 유통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United Drug Co. v. Theodore Rectanus Co. 사건에서, 거의 100년 전에 “표
장이 연관을 가지는 영업 혹은 거래에 따르는 권리 그 이외에는 상표에는 재산권이 없다.
특정한 표장에 대한 권리는 단지 표장의 선택이 아니라, 표장의 사용으로부터 나온다. 왜냐
하면, 상표의 기능은 단순히 특정 상인의 제품으로서의 상품을 지칭하고, 타인의 판매로부
터 자신의 신용(goodwill)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상표는 현재의 영업과의 연관을 떠
나서는 재산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제7순회법원은 Zazu Design v. L'Oreal, S.A. 사건에서, “단지 실제의 사용만이 소
비자로 하여금 표장을 특정의 제품과 연관시키게 하고, 그 표장이 연관된 특정의 기업을 알
려준다.”고 판시하였다. 즉, 상인은 상표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우선, 자신의 상품에 표장을

- 53 -

붙이고, 다음으로 실제로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표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요건을 요구하
는 것은 상표는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권리가 발생하지 않고, 상표는 상품과 관련하여 사
용될 때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만, 상표권은 독점권으로서 배타성을 가지
므로, 독점권을 부여하는 우선관계(priority)는 매우 엄격하다. 즉 상표를 먼저 사용하여야
상표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두 기업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선택하였다고
하자. 이런 사례에서 우선권은 표장을 처음으로 사용한 기업에게 주어질 것이고, 그 기업은
다른 회사가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다. 그러면, 경쟁자 중에서 누가 표
장을 먼저 사용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커먼로상에서는 모든 유형의 상표의 사용
에 우선권이 있다고 하지는 않는데, 우선권이 인정되려면, 상표를 올바르게 사용하여야 하
고, 상표사용의 양과 정도가 충분하여야 한다.

(2) 커먼로상의 상표의 사용
(가) 표장의 상품에의 부착
상인이 표장에 대한 커먼로상의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 커먼로는 상인이 자신의 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자신의 표장을 상품에 부착(affixation)하는 것을 엄격하게 요구하였다. 그러
므로, 다른 방식으로의 표장의 사용은 상표사용에 해당하지 않고, 상표권을 부여하는 근거
가 아니었다. 예를 들면, 라디오에서의 표장의 광고와 상점에서의 간판에의 표장의 사용은
표장이 상품에 부착된 것이 아니어서, 상표권을 부여하는 적절한 근거가 아니었다. 어느 한
사례에서는 음식점 메뉴판에의 음식이 기재된 것은 표장이 실제로 상품에 붙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표권을 부여하는 적절한 사용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러한 엄격한 접근방법에서, 커먼로는 처음으로 동일한 표장을 사용하려는 두 상인 중에
서, 표장을 처음으로 고안하거나 광고한 기업이 아니라, 처음으로 표장을 표시한 제품을 판
매한 상인에게 표장에 대한 권리를 주었다. 즉, 커먼로에서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서의
표장의 사용이 중요했다.
그러나 커먼로상의 상표를 상품에 부착을 요구하는 요건이 변화하게 되는데, 이는 광고와
마케팅에 의한 상표의 기능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즉, 기업이 자신의 표장을 자신의 제품
에 물리적으로 붙여서 판매하지 않더라도, 광고와 마케팅에 의하여 소비자들이 상품과 표장
을 연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대중이 실제로 선반에 진열되어 있는 제품을 보지 않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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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광고는 표장을 대중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각인시킬 수 있는 것이
다.
이러한 영향에 따라서 법원의 견해에도 변화를 가져왔고, The Restatement (Third) of
Unfair Competition의 Section 18은 “명칭(designation)은 영업의 일반적 과정에서 상품,
서비스업 혹은 영업의 표시를 알리는 방식으로, 그 명칭이 표시되거나, 혹은 장래의 소비자
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알려졌을 때, 상표로서 사용된다.”고 하였다. 또한 현재 다양한 광고
미디어에서의 표시로서의 사용은 포장에 붙이는 것과 더불어, 상징으로서의 중요성을 가진
다고 하였다.28)
결국, 표장을 상품에 물리적으로 붙이는 것이 상표의 사용의 일반적 형태이지만, Section
18은 부착이외의 방식의 표장의 사용도 표장과 상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 사이의 연관을
만들어 내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래서, Restatement는 표장의 사용자가 표장에
커먼로상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표장이 물리적으로 제품에 부착되어야 하는 것을 요구
하지 않는다.
이러한 자유로운 접근에서는, 제품의 실제 판매일보다 앞서는 표장의 광고적인 사용도 보
호받을 수 있는 커먼로상의 권리가 인정된다. New West Corp. v. NYM Co. 사건에서, 당
사자들은 모두 새로운 잡지의 표장으로 “New West”를 사용하기를 원했는데, 사건의 쟁점
은 누가 표장을 먼저 사용하였는가에 있었다. 제9순회법원은 피고에게 승소판결을 하였는
데, 실제로 피고는 장래의 구독자에게 우편으로 약 40만개의 광고우편물을 보냈을 뿐이었
고, 우편을 보낼 당시에 잡지를 발간하지 아니하였었다. 즉, 표장이 발간되지 아니한 제품에
붙여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의 상표의 사용을 인정하였다. 이후에 상표를 부착하지 않
더라도 커먼로상의 사용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은 계속되었다.
다만, 상품이 실제로 시장에 유통되기 이전에 광고만으로 상표사용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광고가 상표사용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행해져야 한다. TAB System v. Pactel
Teletrac 사건에서, 제2순회법원은 “판매전의 광고가 우선권을 증명하기 위하여는, 광고가
충분하게 상품을 특정시키고 계속됨으로써, 상당한 수의 소비자들이 특정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이 기대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물론, 서비스업에서는 표장의 부착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호텔의 체인이 자신의 표장을
부착할 명확한 공간이 없다. 그러나 간판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에의 서비스표의 사용은

28) The Restatement (Third) of Unfair Competition, Sec. 18의 Cmt.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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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표와 서비스업을 연관시키기에 충분하다.
커먼로상의 상표사용요건은 상표의 상품에의 부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상품에 부착되
지 아니한 상표들은 강한 표장(technical trademark)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불공
정경쟁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불공정경쟁법은 타인의 상표를 사용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같이 하여 상품주체의 혼동을 가져오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상표가 사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커먼로상의 상표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불공정경쟁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나) 사용의 유형 및 상표사용의 정도

상인은 커먼로상의 상표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의 거래에서 대중에게 표장이 부착된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실제로 영업에서 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5순회법원은 Blue Bell
v. Farah Mfg. Co., Inc. 사건에서 “상표권의 핵심은 거래에서의 상표의 실제사용이다.”라
고 판시하였고, 제2순회법원은 T.A.B. Systems v. Pactel Teletrac 사건에서 “상표의 사용
은 구매하는 대중에게 실제적인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상표의 사용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상표의 사용은 실질적으로 상거래가 있음을 나타
낼 만한 것(an arms length business transaction)이어야 하고, 단지 내부적인 거래만으
로는 불충분하다. 또한 커먼로상의 상표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상품과 상표를 관련
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소비자가 아닌 자와 상표가 사용된 상품을 거래하거나 상품
을 창고에 보관하는 것만으로는 상표의 사용이라고 하기에 불충분하다. 또한 실질적으로 상
업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및 상표의 사용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목상
의 사용(token use)은 상표의 사용이 아니다.
Zazu Design v. L'Oreal, S.A. 사건은 헤어보호제품에 대한 ZAZU라는 표장에 대한 것인
데, 원고인 ZHD는 힌스데일의 교외인 시카고에 있는 작은 헤어살롱으로 처음으로 그 표장
을 사용하였다. 제7순회법원은 ZHD의 사용에 대한 노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ZHD의 판
매는 L'Oreal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질 정도로는 불충분하다. 그 이유는 단지 힌스데일에서
몇 병만이 판매되었고, 단지 몇 병이 텍사스와 플로리다의 친구에게 보내졌을 뿐이어서,
ZAZU 표장과 ZAZU 제품을 소비자는 연관시키지 못하고, 다른 생산업자들에게도 ZAZU
표장과 ZAZU 제품은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제7순회법원은 ZHD의 사소한(de
minimis) 사용을 낮게 평가하였는데, 이는 ZAZU표장을 채택하려고 심사숙고하는 경쟁업자
들의 주의를 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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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인은 표장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정당한 유형의 상표를 사용하여야 할 뿐
만 아니라, 상표의 사용의 양도 적절하여야 한다. 즉, 상표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sufficient) 사용이 있어야 한다. 만약 상인이 표장을 산발적(sporadic)이거나 사소하게
(inconsequential) 사용한다면, 그 사용은 상표의 사용이 아니다. 즉, 표장의 사소한(trivial)
사용 혹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virtually invisible) 사용만으로는 커먼로상의 상표권을
취득할 수 없다.
State of Florida v. Real Juices, Inc. 사건에서, 법원은 상표의 사용이 되기 위해서는 실
질적으로 상거래가 있었음을 나타낼 만한 것이 요구되므로, 단지 6개의 캔(can)을 운송한
것은 호의적 거래(sweetheart shipment)일 뿐이지, 진정한 영업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Natural Footwear, Ltd v. Hart, Schaffner & Marx 사건에서 제3순회법원은 50
명 이하의 고객에게의 판매는 표장에 대한 권리를 창출시키는데 적당하지 않다고 하였다.
만약 기업이 최초의 판매 이후에 판매를 멈춘다면, 상표권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잃을 수
있다. 즉, 상표의 사용은 상표소유권의 주장을 지속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사소하지 않아야
(non trivial) 하고, 계속적(continuous)이어야 한다.
Fort Howard Paper Co. v. Kimberly-Clark Co. 사건에서 법원은 상품의 최초의 판매
가 연방상표법상의 상표등록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상표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이에 따라 상표의 사용이 계속되었다면 충분한 사용요건을 충족시킨다고 하
면서, 상표를 등록하고 나서 최초로 시장에 진입하는 기간이 통상적으로 3년이 걸리는데,
그 동안 광고와 마케팅을 하였으므로, 18개월의 판매중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상표의 사용의사를 포기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IMM v. ITT 사건에서, IMM은 ULTRAPHONE이라는 휴대용전화기에 상표등록을
하였고, 그 상표가 시험용 휴대폰에 부착되어 메릴랜드주의 볼티모어에 있는 그 회사의 투
자책임자에게 보내졌다가 반환된 것에, 법원은 계속적인 사용의사가 있는 한 사용요건을 충
족한다고 판시하였다.

(다) 상품의 동일성
상표의 사용에서의 상표는 의도된 특정한 상품에 대한 사용이어여야 한다. 그 이유는 소비
자들은 특정상표를 특정상품에 대하여 관련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표가 사용된 상품이
‘A 상품’인데, 그 후에 그 상표가 사용된 상품이 ‘B 상품’으로 변경된다면, ‘A 상품’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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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부터 상표의 사용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A 상품’이 시험적으로 생산되었다가,
다른 상품인 생산하기로 하여 ‘B상품’을 생산한다면, 상표의 계속적 사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이것은 상표의 사용에 의하여 우선권(priority)를 부여하는 미국법에서는 매우 중요
하다. 만일 갑이 ‘B상품’에 상표를 사용하기 전에, 을이 동일⋅유사상표를 ‘B상품’과 동일⋅
유사상품에 사용하였다면, 갑은 상표권을 주장할 수 없다.
Blue Bell v. Farah Mfg. Co., Inc. 사건에서, 제2순회법원은 상품의 변경이 있다면, 변경
된 상품에 대하여 상표를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상표를 사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고 하
였다. 이 사건에서, 양 당사자는 남성복에 대하여 동일한 상표 “TIME OUT”을 사용했는데,
7월 3일에 Farah는 자신의 지역판매책임자(regional sales manager)에게 자신의 새로운
브랜드인 “TIME OUT"을 붙인 남자용 슬랙스 12벌을 선적하였다. 이틀 후인 7월 5일에,
Blue Bell은 자신의 “TIME OUT”의 상표로 팔기를 원했던 슬랙스와 다른 스타일을 가진 또
다른 자신의 슬랙스 라인 제품에 새로운 디자인의 “TIME OUT” 상표를 붙여서, 소매상에
슬랙스를 선적하였다.
제2순회법원은 Farah 사의 7월 3일의 선적을 상표의 사용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는 내
부적인 송부일 뿐이어서, 상표권의 정당한 요구를 위한 근거를 이루는 상표의 사용의 유형
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다만, Farah는 그 후에 있은 9월의 상품의 판매에 근거하여
최초의 사용자라고 판결하였다. 즉, 상표의 사용은 우선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관련 소비자
에게 상품의 판매와 연결되어야 한다. 만약, 새로운 브랜드인 남자용 전자면도기의 제조업
자가 백화점이나 소매점에 판매한다면, 그러한 판매는 최종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표의 사용이 된다.
또한 Blue Bell의 판매는 소매상에게 이루어졌으므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
었는데, 제2순회법원은 Blue Bell의 7월 5일 선적은 상표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상
표법의 기본원리는 상업적인 매매에서 실제로 표장을 부착할 제품에 상표가 부착되어야 하
는 것을 요구하여, 실제시장에서 유통될 상품에 상표가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이어서, 결국
Blue Bell이 “TIME OUT”을 부착하였던 상품과 최종적으로 시장에 유통된 제품이 다르므
로, 상표의 사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그 이유는 소비자는 Blue Bell이 사용하였던
“TIME OUT” 상표와 상품을 관련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Walt Disney
Production v. Kusan Inc. 사건에서, 법원은 장래의 제조업자에게 표장이 부착된 시제품
의 선적은 상표의 사용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라) 상표의 동일성

- 58 -

상표가 계속적으로 사용되면서 상표가 지속적으로 변화하였더라도, 최초의 상표와 동일성
을 유지한다면, tacking doctrine이 적용된다. tacking doctrine은 상표소유자의 사용이나
등록에 따른 우선권을 유지하면서, 상표의 외관의 점진적인 변화에 대하여 상표권의 효력을
인정한다. 이는 사용주의 하에서 인정되는 원칙으로서, 적용요건으로 예전의 상표와 현재의
상표의 동일성이 있어야 하고, 상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상표가 계속적으로 동일한 상업
적인 인상을 전달하여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 Morton Salt 사의 유명한 “우산 속의 소녀”라는 상표가 있다. 우산 속의
소녀의 형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러 번 변화하였으나, 공통적인 인상은 상표들 모두 동
일한 연령대의 소녀를 대상으로 하고, 소녀가 비속에서 한 손은 우산을 들고 다른 한 손은
Morton 소금통을 뒤쪽으로 소금을 흘리고 있는 것으로서, 계속적으로 동일한 이미지를 형
성하고 있다. 결국, 이것은 상표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고, Morton Salt 사는
최초의 사용을 기준으로 상표의 우선권을 가지게 된다.
상표가 변경되었음도 동일성을 유지받기 위해서는 상표변경의 상업적 필요가 있어야 하고,
새로운 상표가 종전의 상표를 대체하여야 한다. 다만, Navistar Int'l Trans Corp. v.
Freightliner Corp. 사례에서 법원은 종전상표와 새로운 상표가 같이 존재할 수 있다고 하
였다. 그러나 상표의 변화에 의하여 상표의 동일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그 상표는 포기된
것으로 인정된다.

(마) 영업의 형태와 상표의 사용
상품의 판매가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영업형태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Sweetarts v. Sunline, Inc. 사건에서 원고회사는 "SweeTarts" 라는 상표의 캔디와 토피를
우편으로 형제우애단체에 판매하였고, 그 단체는 다시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피고회사는
"SweeTarts"라는 상표로 캔디를 제조하여 판매하였는데, 원고가 이미 상표를 등록한 사실
을 알았지만 상표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방법원은 원고의 사용은 상표의 사용이 아니어서 유효한 상표가 아니라고 하였지만, 항소
법원은 원고의 상표는 임의선택상표이고 강한 상표이므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다만, 원고의 상표가 보호받는 지역적 범위에 대하여, 피고가 독자적으로 판매하는 지역은
원고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원고의 영업이 존재하지 않은 지
역, 작은 규모로 사용하는 지역, 단발적으로 사용하는 지역에는 원고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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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결국, 이 판결에 의하면, 조금씩 오랜 기간 판매한 것만으로는 충분
한(sufficient) 상표사용이 아니다.

나. 랜햄법상의 상표권의 취득과 상표의 사용
(1) 서론
상표의 연방차원의 보호는 등록제도에 의하는데, 그 등록제도는 랜햄법이라고 하는 연방상
표법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다. 연방상표등록은 철저하게 선택적인 사항인데, 그 이유는 일
단 상인이 소비자에게의 진정한 판매를 통하여 표장을 사용하면, 그 표장이 연방등록을 획
득하였는가에 상관없이, 각 주의 보통법에 따라 보호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방등록을 하
면 상표등록자에게 주법상의 권리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권리를 추가적으로 부여한
다.
랜햄법은 거래를 식별하는 상징으로서 4가지의 카테고리에 대하여 등록을 허용한다. 우선,
“상표(trademarks)”로서 법은 “어떤 단어, 이름, 상징, 혹은 고안 그러한 조합으로서, 그
출처가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독특한 제품을 포함하여 스스로의 상품을 다른 사람
에 의하여 제조되고 판매되는 제품으로부터 구분하고 식별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정의한
다. 둘째로, “서비스표(service marks)”이고, 이는 서비스업을 위한 표장이다.
셋째로, “증명표장(certification marks)”인데, “어떤 단어, 이름, 상징, 혹은 고안, 그러한
조합으로서, 상품 혹은 서비스업에 대한 지역적 혹은 다른 원산지, 원료, 제조방법, 품질,
정확성, 다른 특징들”로 정의된다. 증명표장은 소유하는 단체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 아니
라, 소유자가 기준에 합치하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표장을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단체표장”인데, 이는 협동조합, 협회, 다른 단체적 조직 또는 단체의 구성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징의 네 가지 유형은 표장(marks)으로 언급되고, 상표를 언급하는 것은 표장의
다른 유형인 다른 세 가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의미된다. The Restatement (Third) of
Unfair Competition은 “상표”⋅“서비스표”⋅“증명표장”⋅“단체표장”으로 분리하여 정의하
여 랜햄법을 뒤따랐다. 그러나 초기의 주법은 식별하는 상징의 구분 없이 “상표
(trademarks)”라는 용어를 사용되었다.
표장을 연방등록하기 위하여 출원하는 것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의 방법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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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에 의한 출원”으로서, 1988년 랜햄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유일한 방법이었다. 이 절차
는 Section 1(a)에 근거를 가지고 있다. 다른 방법은 1988년에 랜햄법에 의하여 창설된 것
으로서, “진실한 사용의사에 의한 출원(ITU)”이다. 이는 Section 1(b)에 근거를 가지고 있
다. 사용에 의한 등록과 사용의사에 의한 등록은 모두 전국적인 보호와 상표권에 대한 추정
적 통지(constructive notice)의 효력이 있다. 출원인은 반드시 둘 중에 선택을 하여 자신
의 출원이 어느 것인지 의사를 밝혀야 하고, 두 가지 모두에 대하여 출원하면, 그 출원은
거부된다.

(2) 외국인의 상표등록과 상표의 사용

외국의 출원인은 자신의 국가에서 이전의 등록을 가지고 있는 것에 기반하여 출원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출원인은 미국에서 상표등록 전에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였을 것을 요구
하지 않는다. 그러나 랜햄법 제8조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출원인은 상표
를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증명(affidavit)혹은 선언(declaration)을 신청
하여야 한다. 물론, 상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불사용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3) 랜햄법상 상표등록의 장점
커먼로상의 상표권을 연방상표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 연방상표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
더라도, 연방상표법은 커먼로상의 권리를 연방법으로 정리한 것으로서, 커먼로상의 권리보
다 더욱 더 큰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연방등록은 많은 장점이 있다. 첫째로,
연방등록은 연방상표등록자가 미국 내의 어떤 지역에서는 판매행위와 광고행위를 하지 않았
더라도, 미국 어디에서든지 상표등록자임을 보증한다. 즉 등록출원일 기준으로 전국적인 추
정적 사용(constructive use)이 있다. 그러나 보통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둘째로, 연방상
표등록자는 ‘등록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등록표시’는 장래의 침해자에게 이 표장은
보호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소비자에게 품질의 정도를 잠재적으로 암시할 수 있다. 셋
째, 연방상표등록자는 침해수입품이 미국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미국 관세청에 통관불허를
요청할 수 있다. 넷째, 연방등록은 다른 당사자에게 등록표장은 연방등록자의 소유권이라는
추정적 통지(constructive notice)를 준다. 다섯째, 연방등록은 연방등록자의 상표소유권에
대한 일응의 증거(prima facie evidence)로서 소송에서 사용될 수 있다. 여섯째, 상표를 5
년간 등록한 후에는 상표에 불가쟁력을 취득하고, 이는 소송에서 등록표장을 사용할 연방상
표등록자의 권리에 대하여 확정적 증거(conclusive evidence)로서 사용될 수 있다. 일곱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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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상표등록자는 당사자적격 또는 소송물에 관계없이 연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
리를 가진다. 여덟째, 연방상표등록자는 침해소송에서 3배 배상(triple damages), 변호사
비용 및 다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4) 연방상표등록과 상표의 사용
(가) 랜햄법의 규정
만약 어떤 상인이 연방등록을 구하기 전에 표장을 명백하게 처음으로 사용하였으면, 그 상
인은 그 표장에 대하여 커먼로상의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그 상인이 연방등록을 하면, 연
방상표등록에 의하여 주법상의 권리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새롭고
부가적인 권리가 생긴다. 다만, 연방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사용”은 커먼로상의 권리에서
요구되는 것과 그 본질과 정도에 있어서 다르다. 어느 상인은 커먼로상의 권리를 취득할 만
큼은 아니지만, 연방등록에 권리를 줄 수 있는 방식과 정도의 표장을 사용할 수도 있고, 반
대로 사용이 연방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등록을 받을 수 없지만, 주법상의 권리
를 획득할 수는 있다.
랜햄법은 “표장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관련된 상품에 또는 그의 포장에 또는 그것에 관련
하여 게시되거나 그것에 태그(tag)나 라벨(label)을 부착하거나, 또는 상품의 성질상 그러한
부착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면 상품이나 상품의 판매에 관련한 문서에 있을 때에, 표장은 상
품에 사용된다.”고 한다. 이런 정의는 커먼로상에서 인정되는 현대적인 접근의 “부착
(affixation)”과 “사용(use)”보다 넓다. 다만, 서비스업의 사례에서는, 랜햄법은 “표장이 서
비스업의 판매 혹은 광고에 사용되거나 전시될 때 표장은 사용된다.”고 하여, 좀 더 유연하
다.

(나) 연방등록을 위한 상표사용의 유형 및 상표사용의 정도
1) 명목상의 사용
연방등록을 위해 필요한 상표사용의 범위와 양에 대하여, 1989년 이전에는 커먼로상에서의
우선권을 가지는데 필요한 상표사용의 양보다, 작은 상표사용의 양이 연방등록을 위하여 필
요하였다. 이 시기에는, 법원과 특허상표청은 심지어 “명목상의 사용이론(token use rule)”
하에서 한 번의 우연한 사용이 연방등록을 위하여 충분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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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상표청의 상표심판항소위원회는 1974년에 Standard Pressed Steel Co. v. Midwest
Chrome Process Co. 사건에서 “시장에 새로운 제품을 소개하는 것과 관련된 비용의 관점
에서 그리고 연방등록절차에 호소하는 것과 관련된 심사과정과 이전에 관련된 부수적 위험
의 관점에서, 명목상의 사용이론은 특별히 지난 몇 년간 인정되어 왔고, 판매 혹은 거래에
서 한 번의 선적은 특허상표청에서 상표를 등록하기 위하여 충분하다.”고 하였다.
“명목상의 사용이론”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기업은 새로운 제품에 적절하고 좋은 표장을
생각해내는 데에 종종 몇 달씩 걸리고, 또한 기업은 관련 있는 포장을 디자인하여야 하고,
또한 광고캠페인을 하여야 한다. 또한 실제고객에게 현실적인 판매를 위하여 새로운 표장을
사용하기 이전에, 수십만 달러를 지출하여야 할 수도 있으며, 몇 달이 지날 수도 있다. 그러
나 1989년 이전에, 랜햄법은 기업이 표장을 따로 저장하여 두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으므로,
그 중간에 다른 기업이 적은 양의 상표를 사용하여 같은 상표를 재빨리 등록하면, 기업이
모든 노력을 하였음에도 심사과정에서 자신의 표장이 연방등록이 될 수 없었다. 결국, 막대
한 시간과 돈을 투자한 기업은 연방등록을 할 수 없게 되고, 표장을 개발하느라 많은 투자
의 손실을 입게 된다.
이에, 법원과 특허상표청은 연방상표등록출원을 위한 충분한 근거로서 상대적으로 최소한
의 사용을 인정하여, 기업들이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는 것을 도왔다. 이러한 자유로운 시각
에서, 기업은 개발초기과정에 있는 임의의 라벨을 부착하여 하나의 시제품 단위를 선적할
수 있었고, 그 선적 바로 뒤에 우연히 같은 표장을 채택한 다른 당사자에게 우선권을 빼앗
기는 것이 없이, 하나의 판매에 근거하여 연방등록을 출원할 수 있었다. 일부 학자들은 “명
목상의 사용이론”을 불공정하고 소비자에게 해롭다고 비판하지만, 그것은 1989년 이전에 아
주 잘 정립되어 있었다.
그러나 “단순한 명목적인 사용”이 1989년 이전에 연방등록을 위한 요건으로서 충분하다는
생각에는 두 가지 제한이 있었다. 우선, 최초의 명목상의 사용 이후에 표장을 사용하여 계
속하여 판매를 할 것이라는 의도에 대하여 증거가 있어야만 했다. Blue Bell v.
Jaymar-Ruby, Inc. 사건에서 제2순회법원은 “명목상의 매매는 장래에 지속적으로 상업적
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수반되는 경우에만 받아들여진다.”고 하였다. 만일 명목상의 거래
가 표장의 장기간의 비사용으로 이어진다면, 법원은 기업은 상표에 대하여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기득의 권리의 포기라는 수사학을 사용하기 보다는, 종종 기업이 명목상의
사용을 할 때에 필요한 의도가 없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초기의 명목상의 사용은 충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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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고 하기 위하여, 그 후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조문의 표현과 상
관없이 최초의 명목상의 사용 이후에 계속적인 사용이 없으면 결과는 같아서, 연방등록은
부인된다.
명목상의 사용이론의 두 번째 제한은, 만약 판매가 가짜(sham)라면 판매는 연방등록의 근
거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특허상표청은 판매가 전적으로 등록을 받기 위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판매가 가짜의 판매인지를 고려하지 않는다. 즉, 특허상표청은 표장의 최소한의
사용(minimal use)을 등록을 위한 적절한 근거로서 인정했다. 그러나 특허상표청은 계속적
으로 순전한 내부적인 거래, 혹은 친구들 혹은 친척들에게의 판매는 가짜의 영역에 속해있
으므로, 연방등록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하였다. 물론 명목상의 사용과 가짜의 사용의 경계
는 명쾌하게 보여 지는 것이 아니다. 1989년 이전에 법원과 특허상표청은 모든 상황에 바탕
을 둔 최선의 기준을 만들려고 시도하였다.
명목상의 사용이론과 그 이론의 다양한 제한과 복잡성은 1989년 상표법 개정법으로 알려
진 랜햄법수정법(the Trademark Law Reform Act)이 효력을 발휘하면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 랜햄법수정법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연방상표등록을 위하여 ITU근거를 만들었고,
연방등록을 위하여 통상적인 상거래에 있어서 표장의 진실한 사용(bona fide use)이라는
사용의 개념을 새로 정의하였으며, 이에 표장을 단순히 보유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연방조항과 상표사용의 문제에 대한 커먼로상의 접근가의 약간의 조화를 가져왔다.
결과적으로, 오늘날의 연방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사용범위는 주법에서의 권리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가깝다. 그럼에도,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1992년에 Zazu
Design v. L'Oreal, S.A. 사건에서 제7순회법원은 “널리 퍼져있는 표장의 등록을 위한 충
분한 사용은, 등록 없이 권리를 취득하는 것만큼 반드시 충분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의회는 “진실한 의도”의 새로운 기준에서 너무 높이 장애사유를 설정하지 않으려고 하였
다. 상표법 개정법의 입법사에 의하면 임시시장에서의 판매, 크거나 값비싼 제품의 비상시
적인 판매는 진실한 사용이다. 그러나 등록될 수 없는 것은 상업적으로 표장을 개발하기 위
하여 진실한 의도가 없는 한 번의 독자적인 판매이다. 다만, 한 번의 독자적인 판매는 랜햄
법수정법에 의하여 거부된 명목상의 사용이론아래에서는 적절할 수도 있었다. 사용의 범위
에 대하여 이러한 새로운 기준의 논리는, 명목상의 사용에 호소하는 것은 랜햄법에서의 새
로운 “사용의도(ITU)”조항에서는 의미가 없다.
랜햄법에서의 사용기준은 보통법에서의 사용기준과 다르다. 1989년 전이든 후이든, 연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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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을 위한 사용은 “상업적으로의 사용(use in commerce)”이어야 하는데, 이것은 의회가
랜햄법을 상업에서의 활용으로서 채택하였기 때문이다. 랜햄법은 “상업에서의 사용”을 의회
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규율될 수 있는 모든 상업을 포함하여 정의하였기 때문에, 의회의 헌
법적 권위의 외부 한계에 도달한 듯 보였다.
“상업에서의 사용”의 요건은 상표사용이라고 할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결국 구체
적인 사안에서 그 상품에 대한 시장의 현황 등을 살펴서 판단할 문제이다. 즉 1개의 상품을
판매하더라도 사용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나, 다수의 상품의 판매가 요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주문 생산하는 고가의 장비는 1개의 상품의 판매만으로도 사용요건을 충
족시킬 수 있으나, 1개의 연필을 판매하고 사용요건을 충족시켰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1988년 개정법이 명목상의 사용을 제한하여 사용요건을 강화하였다고 하지만, 현행
랜햄법하에서는 사용의사에 등록을 할 수 있으므로, 1988년 개정법의 실효성이 많이 약화되
었다고 볼 수 있다.
2) 서비스의 제공과 주간통상
상품의 판매는 주간통상(interstate commerce)이 되기 쉽지만,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는
주간의 통상에 제공된다고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다. 연방상표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한 주
(state) 내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타주의 주민에게도 서비스
를 제공하여야 한다. In re Gastown, Inc. 사례에서 관세특허항소법원(the Court of
Customs and Patent Appeals)은 “주간통상을 영위하는 사람에게 하나의 주에서의 서비스
업을 제공하는 것은, 상인이 연방상표등록을 확보하는 것을 허용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상
업적 사용’이라고 하였고, 오하이오 주내에서 전적으로 이루어진 자동차수리와 유지의 서비
스업은 주간통상에 영향을 준다.”고 하여 연방상표등록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 이유는 그
서비스업이 주간을 이동하는 사람의 주간의 고속도로 근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이와 유사하게, Larry Harmon Pictures v. Williams Restaurant 사건이 있었는데,
Williams은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차로 50-6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메이슨이라는 도시에서
BOZO's라는 바비큐레스토랑을 경영하였고, 멤피스의 도심은 테네시주만이 아니라 아칸소주
에도 위치하고 있었다. Harmon은 멤피스에서 같은 이름의 레스토랑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Harmon의 레스토랑은 위치적 특성으로 인하여, 손님이 한 개주에 위치한 것은 아니었다.
Williams이 상표를 출원하자, Harmon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1개의 레스토랑에서 Williams가 BOZO's라는 레스토랑업을 경영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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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랜햄법 제3조의 서비스표의 등록요건을 충족하느냐의 여부였다. 이에 제2순회항소법원
은 “랜햄법의 적용을 받는 상표나 서비스표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간통상에 제공되는 일정한
서비스의 범위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주간통상에 제공되면 연방의회의 관할이 되고, 연
방의회의 관할인 주간통상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랜햄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면서, 테네시
의 작은 마을의 하나의 위치에서 이루어진 레스토랑업은 주간통상으로 표장을 사용한 것이
고, 랜햄법상의 주간통상의 의미를 좁게 해석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물론 이러한 접근은 법의 다른 영역 즉 시민권리법(the Civil Right Act)과 반차별법
(anti-discrimination)과 같은 영역에 퍼져 있는 통상조항의 해석과 합치한다. 그러므로, 주
간통상조항에 근거한 1964년의 시민권리법에 의한 레스토랑이나 호텔서비스 등은 랜햄법
제45조의 ‘상업적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3) 상품의 판매와 주간통상
상품의 판매를 포함하는 사례에서, 특허상표청은 전통적으로 더 엄격하였다. 최근에, 특허
상표청은 상표를 부착하고 있는 상품이 실제로 주 사이의 경계를 넘었다는 증거를 요구하였
다. 이것은 상업적 요구요건의 기계적인 해석으로서, 의회의 상업적 능력의 정도에 대한 인
색한 시각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특허상표청은 이런 비판에 대응하여, 그 정도를 완화하였다. 현재의 실무에서는 만
약 출원인이 자신의 판매가 직접적으로 주간의 통상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증명할 수
있다면, 주간의 판매는 연방등록을 위하여 적절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때
로는 특허상표청에 행정적인 부담을 준다고 할지라도, 확실히 최근의 대법원 통상조항과 더
일치한다.
4) 인터넷 상거래와 주간통상
인터넷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면, 상품이 전국적 또는 국제적으로 판매되는 것이므로, 주
간통상조항이 적용이 되고, 랜햄법상 상표사용요건을 충족시킨다. 예를 들면, 웹사이트를 방
문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전화번호를 이용하는 다른 주나 외국의 손님들에게 서
비스를 제공하면 상업적 요건을 충족시키고, 이에 연방상표법이 적용된다.
5) 상표의 상품에의 부착
커먼로상의 상표를 상품에 부착하여야 하는 요건은 매우 엄격하였고, 이에 상품의 성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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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를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의 사용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그러나 랜햄법은 이러한 요건을 완화하여, 반드시 물리적으로 상표를 상품에 부착하여야 하
는 것은 아니므로, 랜햄법은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상표를 상품에 위치시키면 되도록 하
였다. 즉, 상품의 포장, 태그, 라벨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상품에 표시하면 된다.
그러나 이 요건도 1988년의 법개정으로 완화되어, 상품에 상표를 부착하거나, 상품의 태그
나 라벨에 부착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면,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설명서 등에 상표를
위치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에 의하면 상업적 판매 이전에 광고 등에 사용한
경우는 랜햄법상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
최근의 커먼로상의 부착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판결이 선고되는 추세를 감안하
면, 상업적 판매 이전에 광고 등에 사용한 경우에 랜햄법상의 상표의 사용요건을 충족시키
지 못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오히려 커먼로보다 부착요건이 더 강화된 것으로 해석될 수
도 있다. 그러나 특허상표청과 법원은 랜햄법상의 요건을 완화하여 랜햄법과 커먼로상의 해
석상의 괴리를 완화하려고 한다.
즉, 특허상표청과 법원은 법조문을 넓게 해석하려 한다. 예를 들면, 행글라이더에 수반되는
매뉴얼에의 표장의 사용은 연방등록을 위한 충분한 근거가 된다. 초경량비행기(ultraflight)
에의 사용, 카탈로그에의 사용, 무역박람회 전시부스에서의 사용은 연방등록을 위한 충분한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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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정비
1. 문제점
가. 식별력에 대한 판단시점의 정리 필요성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판단시점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실무와 법원 판결간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판단시점을 명확히 정리하여 상표법에 반영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1항의 식별력 존부시점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나. 식별력의 의미에 관한 법조문의 정리 필요성
제6조 제2항의 식별력에 대한 표현이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이라 규정되어 있어
서, 법원의 해석이 “현저하게 인식”을 식별력이 아닌 “주지성 내지 저명성”과 같이 해석하
고, 이에 따라 권리범위를 잘못 이해하는 오류가 발생한다.
또한 제6조 제2항에 의해서 등록한 상표는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대해서 예외
적으로 식별력을 부여한 것으로서, 일반사용자의 자유사용의 범위와 등록상표권자의 권리범
위가 병존하고 있어 그 권리범위는 매우 작을 수밖에 없음에도, 법원은 주지성을 취득했으
므로 매우 강한 권리가 부여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29) 그러나 식별력의 존부와 주지성
의 의미는 다른 것이다. 주지성은 식별력이 있는 경우에, 그 식별력의 강함과 약함의 판단
일 뿐이다. 이에, 제6조 제2항의 문구를 “식별력”으로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2. 현행 상표법
②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전에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
식되어 있는 것은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제10조제1항 및 제47조제2항제3호의 규정
에 의하여 지정한 상품 및 추가로 지정한 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3. 개정 제시 1안
29) 대법원ﾠ1996. 5. 13.ﾠ자ﾠ96마217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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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전에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인지에 대한 식별력을 제9조에 의
한 상표등록출원전에 취득한 것은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제10조제1항 및 제47조제2
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상품 및 추가로 지정한 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출원하
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전에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인지에
대한 식별력을 제9조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전에 취득한 것은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
(제10조제1항 및 제4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상품 및 추가로 지정한 상품을 말한
다. 이하 같다)으로 출원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제9조의 규정
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전에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
련된 상품인지에 대하여 제9조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전에 인식된 것은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제10조제1항 및 제4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상품 및 추
가로 지정한 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출원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4. 개정 제시 2안
②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라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전에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에 대한
식별력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전에 취득한 것은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
품(제10조제1항 및 제4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상품 및 추가로 지정한 상품을 말
한다. 이하 같다)으로 출원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 외에는 사용
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5. 취지

가. 서
제1안은 두 가지 취지를 담고 있다. 하나는 식별력의 취득시점을 출원시로 할 것인지 또는
등록여부 결정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법에 명시하고, 다른 하나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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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차적 의미의 취득시점
상표법리와 사용주의 원칙을 따른다면,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출원시에 식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다. 물론 제1항의 경우, 우리법상 법원이나 특허청 실무는
등록여부 결정시에 식별력이 있을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는 출원시에 식별력을 요구하는
사용주의 원칙과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 법이론적으로 당연한 결론이다. 그리고 식별력을 요
구하는 시점이 등록여부 결정시라고 하는 것도 출원시에 식별력을 요구하는 것과 다른 원칙
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제6조 제1항 및 제2항 모두 출원시와 등록여부 결정시에 식별력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출원시에도 요구되고 등록여부 결정시에도 요구
되기 때문이다. 다만, 출원시나 등록여부결정시의 한 시점에만 있으면 충분한 것은 아니다.
우리 상표법은 일반명칭표장(관용명칭)-기술적표장-암시표장-임의선택표장-창작/조어표장
의 분류법을 기반으로 식별력에 관한 상표법 제6조를 규정하고 있다. 본 분류법은 상표와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본질적’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상표
(일반명칭(관용명칭), 기술적 표장)과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있는 상표(암시표장-임의선택표장
-창작/조어표장)에 기반하여, 제6조는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즉,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는 상표와 상품과의 관계에서
‘본질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질적인 문제이므로, 출원시나 등록여부 결정시나
식별력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법원의 입장과 같이 제1항, 제2항 모두 등록여부 결정시로 식별력의 존부를 판단한다
면, 제1항과 제2항을 구별할 실익이 없다. 예컨대, 사과라는 일반명칭은 상품인 “사과”와 그
명칭인 “사과” 사이에서 본질적으로 일반명칭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출원시나 등록여부 결
정시나 일반명칭이라는 그 본질은 변동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의 우리상표법이 취하는 식
별력에 관한 입법체제를 고려한다면, 출원시에 식별력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법이 취하고 있는 출원주의를 고려한다면 식별력의 판단시점을 출원시로 하는 것이 타
당하다. 등록여부 결정시에 식별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식별력 없는 표장이더라도 선출원
에 우선권을 부여하므로 선출원한 출원시에 식별력이 없는 상표(등록여부결정시는 식별력이
있다)가 출원시에 식별력이 있는 후출원상표보다 우선할 수 있는데, 이는 선출원에 의한 등
록에 재산권적 효력을 부여하는 선출원주의의 취지에 어긋난다. 왜냐하면 출원시에 재산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과 같으므로, 출원시에 재산권(goodwill)이 존재하여야 한다고 보이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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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는 선출원 등록상표에 등록배제효력을 부여하고 있는바, 제
6조 제1항의 경우에도 등록여부 결정시를 기준으로 식별력을 판단한다면, 선출원한 출원시
에 식별력이 없는 상표30)가 등록여부 결정시에 식별력을 인정받으면, 그 상표보다 후에 출
원한 출원당시에 식별력이 있는 상표의 등록을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물론 우
리 상표법 제6조상 식별력은 본질적인 문제이므로 등록여부 결정시나 출원시에 원칙적으로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함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따라서 법이론상으로도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있는 상표의 식별력은 등록여부 결정시가 아닌 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
다.
이러한 이유로 첫째,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취득시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법문상으로는 출원시에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상표
법 제6조 제2항은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도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하게 되면 예외적
으로 상표등록을 허용하는 규정인데, 위 조문에서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상
표라도 …… 상표등록출원 전에 상표를 사용한 결과 ……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라고 표현함으로써,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여부는 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
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대법원 판례에서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여부는 등록여부 결정시
또는 거절결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있다. 다만, 이는 제6조 제1항과 제6조 제2항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
제6조 제2항의 문구가 명확하지 않아 상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여부의 판단시점에
대하여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출원시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예비등록부등
록제도(supplimental register)를 운영하고 있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법이론적으로는 특허
청 해석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출원주의와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대법원 해석에 따르면 출
원을 하고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가능한데, 이러한 해석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인정제도와 출원주의와 조화되지 않는다. 식별력 없는 상표도 선출원을 하면 후에 식
별력을 발생시켜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이는 출원시에 본질적인 식별력이 있는 상
표를 등록시키는 선출원등록주의와 어긋난다.

구분

출원시

사례1

식별력 있음

사례2

식별력 있음

등록여부결정시

결과

식별력 있음

제6조 제1항에 의한 등록.

식별력 없음

등록되더라도 식별력이 없어 무효

(일반명칭화/기술명칭

이므로 등록거부.

30) 등록여부 결정시에 식별력이 발생하는 상표는 제6조 제2항에 의한 등록상표의 경우만 해당한다. 물
론 제6조 제1항을 등록여부 결정시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모든 상표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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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등록무효사유가 있으므로 등
록하여 유효성을 추정할 수 없기 때
문에 등록거절 (법이 모순되는 결과

화)
(FLAVAN 사건31))

를 가져올 수 없다)
- 등록여부결정시는 출원시에 대하
여 보충적 기준

식별력 있음

식별력 있음

등록가능
출원시 식별력없으므로 식별력 발생
후 재출원 해야함.

사례3
(이차적
의미 발

등록여부결정시에 식별력 있으므로
식별력 없음

식별력 있음

등록가능한지가 문제됨 (다시 출원

생)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경제성으로
고려하여 등록가능하나는 견해 있
음)32)

결국 출원시와 등록여부결정시 모두 식별력이 있어야 하는 결과와 같게 된다.
한편 유럽공동체 상표법상 사용에 의해 획득한 식별력(유럽공동체법 7(3) CTMR)은, 출원당
시에 존재해야 하고 등록 당시에도 여전히 현존해야 한다.33)

다. 식별력 - 이차적 의미
식별력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상표법 제6조 제2항은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에 대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학설은
상품의 출처를 의미하는 이차적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이차적 의미로 명확히 해석
되는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에 대한 식별력을 취득한 것” 이라고 규정하는
31) 知財高裁 2005. 6. 9. 판결, 平成17년(行ケ) 제10342호. 출원시에는 식별력이 있었으나 가까운 장래
에 기술적 명칭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FLAVAN은 식품 등의 원재료로서 표시되는 것
은 아직 많지 않지만, 가까운 장래에 지정상품의 원재료 혹은 품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거래자⋅수요
자에 인식될 가능성이 있어, FLAVAN은 거래에 있어 적절한 표시로서 어떤 사람도 그 사용을 원하는
것이고, 특정인에 의한 그 독점을 인정하는 것은 공익상 적당하지 않아, 기술적표장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32) 식별력 존재시점(등록여부 결정시)를 기준으로 선출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출원할 필요 없이 원래
의 출원을 바탕으로 등록을 허용하더라도 제3자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3) 유럽공동체상표심사규정, Part B: Examination, 7.9 &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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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위 조항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판례는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의 의미를 이차적 의미뿐만 아니라 “주지성”의 의미로도 오해하는 것으로도 보이기 때문
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법원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라고도 하고 있다.34) 이에 대하여 법
원 내부(박정희 부장판사)에서 제6조 제2항의 식별력의 의미를 법원이 주지성의 의미로 잘
못 이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제6조 제2항에서 원래의 의미인 식별력
이라고 표현할 필요가 있다.
이웃 일본만 해도 식별력의 의미를 특별현저성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식별력의 의미(商品又
は役務であることを認識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については,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로 표현하고 있다.
일본 상표법

34) 특허법원 2002. 7. 26. 선고 2002허2228 판결.
(2)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 서비스표가 이 사건 심결일인 2001. 5. 31. 무렵을 기준으로 국내에서 사용에 의한 식
별력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그런데 원고(네트투폰,인크.)가 제출한 증가자료에 의하면 원고나 그 모회사인 IDT사가 국내 회사들과
NET2PHONE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개시한 점을 알 수 있을 뿐, 그 계약에 따라 원
고나 그 국내 회사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를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하였는지 알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의 사용 실적만으로는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가 수요
자들 사이에 그 지정상품(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판결(2003. 5. 16. 선고 2002후1768 판결)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에서 상표를 출원 전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표인가가 현저
하게 인식되어 있을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3, 5, 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
는, 원래 특정인에게 독점 사용시킬 수 없는 표장에 대세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9. 9. 17. 선고 99후1645 판결 등 참조),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
의 상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사실은 그 상표가 어느 정도 선전 광고된 사실이 있다거나 또는 외국에
서 등록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추정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그 상표 자체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되어야 할 것이며, 한편 이와 같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구비
여부는 등록사정시 또는 거절사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9후
164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의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출원
상표․서비스표가 거절사정일 무렵 일반 소비자들에게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
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
와 같은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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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상표등록의 요건)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사용할 상표에 대해
서는 다음에 열거하는 상표를 제외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그 상품 또는 용역의 보통명칭이 보통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으로 이루어
진 상품
2. 그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관용되고 있는 상품
3. 그 상품의 산지, 판매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모양(포장의 모양을 포함한다),
가격 또는 생산 또는 상요방법 또는 시기 또는 그 용역제공 장소, 질, 용역용으로 제공
하는 물건, 효능, 용도, 수량, 태양, 가격 또는 제공방법 또는 시기가 보통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으로 이루어진 상표
4.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으로 이루어진 상
표
5. 매우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으로 이루어진 상표
6. 전 각 호에서 열거하는 것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 또는 용역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없는 상표
② 전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라고 하여도 사용된 결과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
에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항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第三条
自己の業務に係る商品又は役務について使用をする商標については、次に掲げる商標を除き、商
標登録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
一 その商品又は役務の普通名称を普通に用いられる方法で表示する標章のみからなる商標
二 その商品又は役務について慣用されている商標
三 その商品の産地、販売地、品質、原材料、効能、用途、数量、形状（包装の形状を含む。）、
価格若しくは生産若しくは使用の方法若しくは時期又はその役務の提供の場所、質、提供の用に
供する物、効能、用途、数量、態様、価格若しくは提供の方法若しくは時期を普通に用いられる
方法で表示する標章のみからなる商標
四 ありふれた氏又は名称を普通に用いられる方法で表示する標章のみからなる商標
五 極めて簡単で、かつ、ありふれた標章のみからなる商標
六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需要者が何人かの業務に係る商品又は役務であることを認識する
ことができない商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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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前項 第三号から第五号までに該当する商標であつても、使用をされた結果需要者が何人かの
業務に係る商品又は役務であることを認識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については、同項の規定にかか
わらず、商標登録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

현저성이라는 용어의 기원이 된 영국법의 경우에도,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
(“a distinctive character”)라고 규정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도 식별력(distinctiveness)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법원이 제6조 제2항의 식별력의 의미를 주지성으로 이해하는 것 때문에, 제6조 제2항에 의
하여 등록한 상표의 효력에 대하여 오해도 발생하고 있다. 법원의 견해는 대체로 제6조 제2
항에 의해서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를 등록하였을 경우에는 제51조의 상표권의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35) 많은 견해가 이에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견
해도 많이 존재하는 바, 상표의 실질이나 사용주의 원칙으로 고려한다면, 일반사용자의 자
유권과 상표권자의 권리가 병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제2안은 제1안에 추가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일반명칭과 관용명칭의
경우에는,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하더라도 상표등록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다. 일
반명칭과 관용명칭에 대해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발생한 경우 상표등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지만, 사용주의 법리를 확립한 미국법의 경우 일반명칭(관용명칭)은 사
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식별력(de facto distinctiveness)을 취득
한 것을 의미하지 법적인 의미의 식별력(de jure distinctiveness)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
지 않는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는 인정하지만, 상표등록을 불허용하여 그
상표자체에 대한 독점력을 인정하지는 않는다.
현행 우리 상표법은 이점을 명확히 하고 있으나, 법원이 일반명칭에 대하여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적용을 인정하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법에 이점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
다.

6. 해설

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의 경우 식별력 구비시점

35) 대법원 1996. 5. 13. 자 96마217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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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상표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으로 상표등록을 할 경우에 식별력
구비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우선 일반적으로 상표의
등록적격성에 있어서 상표의 식별력 구비시점은 등록여부 결정시 또는 거절결정시로 보고
있다. 상표등록은 식별력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등록여부 또는 거
절결정시에 식별력이 있는지가 문제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심판을 제기되고 나서 그 거절심결에 대하여 심결
취소소송에 제기된 경우, 그 대상상표에 대하여 식별력을 구비하였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시
점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시로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특허법원의 변론종결시로 판단할 것인
지가 문제된다.
이에, 특허심판원과 법원의 엄격한 권력분립구조에 의하여 사후심구조를 취하는 일본에서
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도 한다.36)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일본과 달
리 특허법원의 심리범위를 무제한설을 취하고, 그 심리구조를 속심으로 보고 있어,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2) 일반적인 상표등록출원의 식별력 판단시점 - 제6조 제1항의 경우
(가) 등록여부 결정시설
식별력 구비시점은 등록여부 결정시라고 보는 견해이다.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 대하
여 무제한설을 취한다는 것은,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소송절차에서 제기할 수 있는 주장⋅사
실⋅증거의 범위가 무제한이고, 법원의 입장에서는 소송절차에서 심리할 수 있는 범위가 무
제한일 뿐이므로, 상표의 식별력 구비여부에 관한 판단시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서,
식별력 구비여부의 판단시점을 특허법원의 변론종결시로 하여야 할 근거는 없다는 견해37)
도 있다.
구 일본 상표법에서는 어떤 주의를 채용하는지에 대하여 법문으로 정하여 있지 않았으므
로, 판례나 학설의 해석이 다양하였다. 다만, 모든 부등록사유에 대하여 등록시의 상황에서
36) 소야창연, 상표법개설(제2판), 102면.
37) 강동세,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의 효력, 특별소송실무연구회 2006. 9. 발표, 7면 ; 특허
재판실무편람, 257-2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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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해야 한다는 학설이 있었다. 구 일본 상표법에서는 현행 일본 상표법의 제4조 제3항38)
과 같은 규정이 없으므로, 출원에 대한 판단의 최종시점에서 출원의 등록유무를 판단해야
한다는 등록시주의가 출원주의하에서의 법해석으로서 옳다. 여기서 등록시라 함은 판단의
최종시점을 뜻하므로 등록결정시 혹은 심결시를 말한다.
또한 구 일본 상표법에서의 판례(大判 昭和 4年 10月 26日, 昭和 3년(オ) 1056, 新聞
3077號 9쪽, 大判 昭和 7年 11月 22日, 昭和 7년(オ) 1281, 兼子=染野 825의 7쪽)도 “구
일본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은 공익적 규정이므로, 등록을 허가한 결정, 심결
혹은 판결시를 표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현행 일본 상표법은 제4조 제3항에서 출원된 상표가 부등록사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시기에 관하여 새로운 조문을 신설하였다. ① 타인의 성명이나 명칭 등이 포함되
어 있는지의 여부(일본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8호)39)⋅② 주지상표와 혼동을 가져오는지의
여부(일본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0호)40)⋅③ 타인의 영업과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가져오
는 지의 여부(일본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5호)41)는 그 상표가 부등록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출원시에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들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일반적인 부등록사유에 대한 판단시기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상표
를 출원할 때에 일본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8호⋅제10호⋅제15호에 대하여는 해당하는 것
이 아니면 그 출원에 대한 등록을 거절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고, 일본 상표법 제3
조42)와 제4조 제1항 각호43)를 포함한 그 밖의 부등록사유에 대하여는 출원에 대한 등록여
부를 최종시기에 가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일본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8호⋅제10호⋅제15호의 경우에는, 출원시뿐만 아니라 등
록결정시에도 그 사유에 해당하여야 당해 출원이 거절된다. 이러한 점에서, 현행 일본 상표
법은 일반원칙으로서 등록결정시주의를 채용하는 동시에, 제4조 제1항 제8호⋅제10호⋅제
15호의 경우에는 등록결정시주의에 출원시주의를 가미함으로써 부등록사유를 완화한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즉, 현행 일본 상표법 제4조 제3항은 공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출원
인의 이익을 보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8)
39)
40)
41)
42)
43)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상표법
상표법
상표법
상표법
상표법
상표법

제7조 제2항에 해당한다.
제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
제7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한다.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한다.
제6조에 해당한다.
제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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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출원상표에 대하여 등록을 하느냐의 여부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 일본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8호⋅제10호⋅제15호를 제외하고, 법률로써 특별히 정하지 않은 일본 상표법에서
는 판단의 최종시기 즉, 등록결정시 혹은 심결시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 상표법 제3조 제1항44)의 판단시점은 등록여부결정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완충유산(緩衝乳酸) 사건(東京高裁 2001. 10. 31. 판결, 平成13년(行ケ) 제
258호, 判工 2期版 7077의 27면)에서는, 1997년 7월 3일에 등록된 등록상표인 “완충유산”
이 보통명칭에 해당함을 이유로 제기된 무효심판이 인용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는데, 이
에 동경고등재판소는 “출원상표가 보통명칭으로 상표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지
의 여부는 결정시에 있어서의 그것이 보통명칭이라는 사실의 유무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
고, 만일 그것이 보통명칭화되기 전에 특정인의 주지상품 등의 표시였다 하더라도 결정에서
그런 점이 당연히 고려되지 않으므로, 늦어도 1997년 2월의 시점에서 ‘완충유산’은 ‘사과산’
⋅‘푸마르산’⋅‘구연산’⋅‘초산’ 등과 나란히 식품에 첨가하는 pH조정제의 한 종류로서, 유
산에 유산나트륨을 배합하여 완충성을 갖게 하는 pH조정제로 일반에 인식되고 있다고 인정
되어, 보통명사가 되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FLAVAN 사건(知財高裁 2005. 6. 9. 판결, 平成17년(行ケ) 제10342호, 판례집 미등
재)에서는, ‘FLAVAN’의 영문자와 ‘플라반’의 가타카나 문자를 이단으로 가로쓰기한 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품질표시를 지칭하는 기술적표장에 해당하는 지가 문제되었는데, 이
에 지적고등재판소는 “상표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열거된 상표가 상표등록의 요건을 갖추
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상표는 거래에 있어서 필요 적절한 표시로서 어느 누구라도
그 사용을 원하므로, 특정인에 의한 사용을 인정하는 것은 공익상 적당하지 않다는 것과 함
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장으로서 많은 경우 자타상품식별력을 흠결하였기 때문이라고
해석되고, 이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본건 심결시에 해당상표가 지정상품의 원재료 혹은 품질
을 표시하는 것으로 거래자⋅수요자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경우에는 물론, 장래를 포함하여
거래자⋅수요자에 그 상품의 원재료 혹은 품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을 특정인에게 독점사용하게 하는 것이 공익상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상표
는 같은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FLAVAN은 식품 등의 원재료로
서 표시되는 것은 아직 많지 않지만, 가까운 장래에 지정상품의 원재료 혹은 품질을 표시하
는 것으로 거래자⋅수요자에 인식될 가능성이 있어, FLAVAN은 거래에 있어 적절한 표시로
서 어떤 사람도 그 사용을 원하는 것이고, 특정인에 의한 그 독점을 인정하는 것은 공익상
적당하지 않아, 기술적표장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44) 우리 상표법 제6조 제1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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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나라 대법원은 등록여부 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45)

(나) 변론종결시설(사실심변론종결시설)
본 견해는 특허법원이 무제한적인 속심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식별력 판단시점은 특허법
원의 변론종결시라고 하고 있다.46) 심결취소소송에 있어서 법원의 심리범위에 대하여 제한
설을 취하는 일본 달리,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 관하여 무제한설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
라 특허법원은 사실상 그 심리구조를 특허심판원의 속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식별력판
단기준시점을 특허법원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 절충설
출원 중인 상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결정시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지만, 이미 등록된 상표에 대해서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의 특성상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형성 내지 축적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상표등록 당시에는 식별력이 없었지만 상표등록 이후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기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무효의 원인이 되었던 하자가 이미 치유된 셈이고 무효의 원인이 소멸
했으므로 등록무효심판을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라고 한다.47)

(라) 미국의 경우
우리와 동일한 분류체계(Abercrombie Test)를 취하는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 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있는 상표들(암시, 임의선택, 조어/창작)의 경우에는
식별력 취득의 주장이 필요하지 않다.
제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상표(일반명칭/관용명칭, 기술명칭)의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식별력
이 없다. 그런데, 이러한 상표에 해당여부는 상품과 상표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식별력발생시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정상품과 출원상표와의 관계
에서 일반/관용명칭, 기술명칭, 암시명칭, 임의선택, 조어/창작 인지 여부만 검토하면 되고,
45)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후2143 판결(공2003, 546) 등.
46) 송영식, 식별력이 없거나 약한 상표의 유사범위, 특허소송연구 제2집(2001), 487-488면.
47) 정상조, 商標의 識別力 : "우리은행"관련 特許法院 判決에 대한 비판적 검토, Law & Technology,
제4권 제1호(2008년 1월), 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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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력이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검토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일반/관용명칭, 기술명칭, 암
시명칭, 임의선택, 조어/창작여부가 결정되면, 식별력 여부는 같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다
만, 기술명칭으로 판단되면, 식별력이 취득되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미국에서는 일반명칭(우리법상 관용명칭 포함)의 경우에는 식별력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
도, 이는 사실상의 식별력으로서 법적인 의미의 식별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즉 일반명칭
은 어느 경우에도 상표등록이 불가하다.48) 따라서, 미국에서는 출원시나 등록여부 결정시를
불문하고 항상 식별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만일 중간에 등록여부결정을 할 때 일반명
칭인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할 수 없고, 출원시에 식별력 없었으나 등록여부 결정시에 식별
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출원 및 심사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법 제6조 제1항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출원시부터 등록시까지 당연히 식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

(3)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에 의한 상표등록의 판단시점 - 제6조 제2항의
경우

(가) 문제점
상표의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역시 상표의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등록적격성 판단이므로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경
우와 달리 봐야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표법 제6조 제2항은 “상표등록출원전에 상표를 사
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표등록 출원전에
식별력을 취득한 것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표법 문언상으로는 상표등록 출원전에 식별력을 취득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
나 실제로는 일반원칙과의 관계에서 식별력 구비여부 판단시기에 관하여 출원시설과 등록결
정시설로 견해가 나뉜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1980. 12. 31. 법률 제3326호로
개정된 상표법에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규정과 관련하여 종래 “사용한 결과”라고 표현
되어 있던 상표법의 문구를 “상표등록출원 전에 상표를 사용한 결과”로 개정함에 따라, 식
별력 취득의 판단기준시점이 출원시인지, 등록결정시인지가 논란이 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
는 특히 상표법 제6조 제2항이 제6조 제1항의 예외규정이므로, 제2항의 법문구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이 등록여부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에

48) TMEP §1212.02(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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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비롯된다. 일본 상표법은 제3조 제2항에서 1980년 개정 전 우리 상표법과 마찬가지로
“사용한 결과”라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이와 같은 식별력의 존재시기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
지 않는다.

(나) 출원시설
출원시설은 상표법 제6조 제2항에 충실한 견해이다. 본 견해는 상표법 제6조 제2항에 명시
적으로 “상표등록출원 전에 상표를 사용한 결과”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에 상표등록 출원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출원시에 식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또한 1980. 12. 31. 법률 제3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표법 제8조 제2항이 “사용한 결
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표인가를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가, 1980. 12. 31. 개정되면서 “출원 전에 사용한 결과.....”로 되어 ‘출원 전에’가 추가
되었으므로 문리해석상 출원시를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하거나,49)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은 예외적인 것이므로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등록결정시를 기준으로 하면 출원
인은 일단 출원부터 한 후 등록결정시까지 심사가 장기간 지연되도록 시간을 끌면서 그 동
안에 광고 선전을 집중하여 식별력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악용할 수 있는 불합리가 초래되기
때문에, 출원시를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한다.50) 상표법 제7조 제2항이 제7조 제1항 제
6호⋅제9호⋅제10호에서의 주지⋅저명성 판단의 기준시를 상표등록 출원시로 규정하고 있
는 것과의 조화의 필요성도 함께 들고 있다.51)

(다) 등록여부 결정시설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구비시점에 대하여, 출원시부터 등록사정시까지 특별현저성을 구비
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52) 등록여부 결정시설은, 출원에서 심사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
요되고, 상표법은 상표법 제7조 제2항⋅제3항에서 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항에 대하
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그러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에 따른 상표등록은 등록여부 결정시를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53)
49) 문삼섭, 제2판 상표법(2004), 307-308면 ; 송영식 외 2인, 제9판 지적소유권법(2005), 125면은 자세
한 설명 없이 이론상 출원시설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50) 이수웅, 개정전정판 상표법, 236면.
51) 강동세, 앞의 글, 12-13면도 같은 취지이고, 위 글은 덧붙여, 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 상표법 제7조 제2항⋅제3항에 특별규정이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인
상표법 제7조 소정의 부등록사유에 한정하여 적용될 뿐이고, 위와 같은 규정이 없다고 하여 곧바로
상표등록의 적극적 요건인 식별력의 유무 판단시기에 관하여도 등록결정시로 규정한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52) 최성우, 주제별 상표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00, 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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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출원시설에 의할 경우, 어떤 출원상표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록결정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출원시를 기준으로 판
단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동일한 출원상표에 대하여 식별력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달라지는 것은 이상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54)

(라) 사실심변론종결시설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에 대한 취소소송의 경우, 특허청의 심결시가 기준인지 특허법원
의 최종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하면서, 취소소송을 심결의 당부를
구하는 소로 보는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 특허법원은 속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
실심변론종결시가 기준으로 될 것 같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55)

(마) 법원의 견해
대법원은 등록사정시 또는 거절사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
다.56) 그러나 1980. 12. 31. 법률 제3326호로 개정된 상표법의 해석에 논란이 많았다. 이는
애매한 대법원 판결 때문이었다. 원래 대법원은 1980. 12. 31. 법률 제3326호로 개정된 상
표법이 적용된 최초의 사건에서,57)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여부의 판단기준시점에 대하여
“사용한 결과”라고 표현되어 있던 문구를 “상표등록출원 전에 상표를 사용한 결과”로 개정
하기 전의 상표법 아래에서의 판단기준시점에 관한 대법원 1969. 5. 27. 선고 69후10 판결
53) 이동흡, 상표의 특별현저성, 재판자료 제57집, 79면 ; 이상경, 지적재산권소송법(1998), 381면 ; 최
덕규, 전정판 상표법(1999), 112-113면.
54) 박정화, NET2PHONE로 구성된 출원상표⋅서비스표가 기술적 표장인지의 여부 및 사용에 의한 식별
력을 취득하였는지의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2003년 상반기 통권 제45호, 555면.
55) 정상조, 상표의 식별력：“우리은행” 관련 특허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Law & Technology,
제4권 제1호(2008년 1월).
56)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후1645 판결과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후1968 판결에서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출원 전에 수요자 사이에 널리 알려져 그 서비스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가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라고 판시했고,
또한 대법원 2000. 2. 11. 선고 97후3142 판결은 “그 갱신등록 출원 전에 피심판청구인이 국내에서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계속적, 독점적으로 널리 사용함으로써 그 결과 일반 수요자 간에 등록상
표가 피심판청구인의 상표로 현저히 인식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므로”라고 판시하고
있어서, 그 판단기준시점을 위에서 언급한 대법원 판례와 달리 본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
고, 이를 사용에 의한 식별력 판단시점을 출원시로 본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문삼섭, 상표법(제2판),
세창출판사, 307면 각주 309) 참조. 그러나 그 취지가 분명하여 출원시라고 본 것이 아니고, 1980년
개정상표법 적용 이전에 출원된 상표이므로, 대법원이 출원시라고 본 것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박
정희, 使用에 依한 識別力 取得과 關聯된 몇 가지 爭點에 關한 考察, 특별법연구, 사법발전재단, 제9
권 (2011), 892면.
57)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후16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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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용하였다. 이에 개정법상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시점에 대해서 논란이 그치지 않
았다.
그러나 그 후 대법원인 일관되게 등록여부 결정시라고 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과 같이
보고 있다.58) 그러한 논란의 종지부를 찍은 대법원은 2003. 5. 16. 선고 2002후1768 판결
에서,
상표·서비스표를 출원 전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서비스표가 누구
의 상표·서비스표인가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을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3, 5,
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원래 특정인에
게 독점사용시킬 수 없는 표장에 대세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
은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수요자간에 그 상표·서비스표가 누구
의 상표·서비스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사실은 그 상표·서비스표가 어느
정도 선전 광고된 사실이 있다거나 또는 외국에서 등록된 사실이 있다는 것만
으로는 이를 추정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그 상표·서비스표 자체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되어야 할 것이며, 한편
이와 같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구비 여부는 등록사정시 또는 거절사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고 판시하였다.59) 본 판결에 대해 박정화 재판연구관은
다수설과 판례는 상표법이 1980. 12. 31. 법률 제3326호로 개정되면서 종전 규
정의 ‘사용한 결과’를 ‘출원 전에 사용한 결과’로 개정된 사실을 간과한 것이 아
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따라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취득여부를 판단하는 기
준시점은 등록사정시 또는 거절사정시가 아니고 출원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
는 것이 적어도 문리해석상으로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고 하면서,60)
실제 출원과정을 보면, 출원시와 등록여부결정시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그다지
58)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후1768 판결에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의 판단기준시점을 등록결
정시라고 본 위 99후1645 판결을 지지함으로써 실무상으로는 논란이 일단락되었고, 이는 최근에 선
고된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후3397, 3403(병합), 3410(병합), 3427(병합) 판결 등 여러 판
결에서 다시금 확인되었다.
59)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후1768 판결.
60) 박정화, "NET2PHONE"으로 구성된 출원상표ㆍ서비스표가 기술적 표장인지의 여부 및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의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45호(2004), 5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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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지 않으므로 어느 설을 취하더라도 실제상 큰 차이가 없고, 설사 출원시에는
아직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나 출원 후 선전⋅광고 등을 하여
등록결정시에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경우
출원시설을 취하여 그 등록을 거절해 본들 그 출원인이 다시 출원을 하면 이번
에는 등록을 거절할 수 없게 되므로, 출원시설에 따르게 되면 출원인으로 하여
금 재출원하게 하는 노력과 번잡스러움을 강요하게 할 뿐이고 결과에 있어서는
등록여부 결정시설과 아무런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표법상 상표의 등록여
부는 등록사정시 또는 거절사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굳이
종전 판례(대법원 1999. 9. 17. 선고 99후1645 판결)를 변경하면서까지 출원시
설을 취할 필요는 없으므로, 등록여부 결정시설이 타당하다
고 한다.61)

등록결정시설에 의하면, 만일 출원시부터 등록결정시까지 사이에 제3자가 출원상표와 유사
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상표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 등 새로운 이해관계가 생길 수
있으므로 사태를 더 어렵게 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
에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기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려면 독점적
(배타적)⋅계속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므로, 등록결정 이전에 제3자가 출원인과 함께 동일⋅유
사한 상표를 사용한다면 출원인이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없어서, 등록
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출원인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므로, 위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도 등록여부 결정시를 기준으
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례를 지지한다.62)

(바) 미국의 경우
1) 서론
사용주의를 취하는 미국의 경우, 주등록부에 등록출원할 것인지 보조등록부에 등록출원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있는 상표(암시, 임의선택, 창작/조어상
표)들은 출원시에 자신의 상표의 식별력을 판단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상표들은 상표의 선
택과 동시에 식별력이 있게 된다. 예컨대, 필름에 KODAK이란 상표를 선택한 경우에는 선
택과 동시에 식별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상표들은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있다고 한다.

61) Id., 554-555면.
62) 최성준,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에 관하여, LAW & TECHNOLOGY, 제2권 제6호(200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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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상표들은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없거나 또는 아직 이차적 의미를 취득하지 못한 경
우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기술명칭의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없으므로 이차적 의
미가 취득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이 불가하다. 따라서 이차적 의미를 취득하지 못한
기술명칭과 같은 경우에는, 주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보조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랜햄법 §2
에 의하여 주등록이 불가한 경우에 보조등록도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다.63)
원래 보조등록은 커먼로상의 상표권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추가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
히려 보조등록을 함으로써 자신의 보조등록한 상표가 기술적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제3자가 자신의 상품을 기술하는데 보조등록된 타인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었다. 이
점은 보조등록의 단점으로 지적되었으나, 상표법 개정법(the Trademark Law Revision
Act of 1988)이 효력이 발생하는 1989. 11. 16. 이후에는, 보조등록을 함으로써 자신의 상
표가 식별력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는 효력은 소멸되었다.64) 즉, 랜햄법 §27에 의하여 보조
등록을 하더라도 자신의 상표가 이차적 의미가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게 되었다.
2) 5년 사용에 의한 식별력 발생의 추정
보조등록을 하였더라도 식별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랜햄법 §2(f)에 의하여 주등록이 허용된
다. 식별력이 없는 기술적 명칭은 5년 동안 실질적으로 배타적⋅계속적 사용(substantially
exclusive and continuous use)한 경우에는 식별력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보조등록
을 한 경우에는 배타적⋅계속적으로 사용(substantially exclusive and continuous use)
하여, 식별력 발생의 입증이 없이 주등록을 할 수 있다. 즉 이 경우에는 5년간의 사용이 식
별력에 대한 추정적 증거가 된다.
실제 5년의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추정적으로) 취득한 표장은 5년의 기산점은, 출원인
이 해당표장이 실질적으로 5년 동안의 독점적이고 계속적인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65) 1988년 개정 전에는 출원시부터 5년간의
기간을 판단하였지만, 1988년 개정이후의 상표법 개정법(the Trademark Law Revision
Act of 1988)에는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 시점으로 변경되었고, 식별력을 취득하였
63) 15 U.S.C. § 1091 (a).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랜햄법 §2의 (a), (b), (c), (d)(e)(3) 항에 의하여
상표등록이 부적격한 경우들이다. 우리 법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64) 15 U.S.C. § 1095.
Registration of a mark on the supplemental register, or under the Act of March 19,
1920, shall not preclude registration by the registrant on the principal register
established by this Act. Registration of a mark on the supplemental register shall not
constitute an admission that the mark has not acquired distinctiveness.
65) TMEP §1212.05(c)&(d).

- 85 -

다는 시점은 결국 최소 5년의 사용기간이 지난 시점이 된다. 즉, 식별력을 취득하였다는 주
장하는 시점에서 5년간 실질적으로 배타적⋅계속적 사용한 경우에 식별력이 있다고 추정된
다. 예컨대, 기술명칭에 대하여 5년 동안 실질적으로 배타적⋅계속적 사용하면, 그러한 사용
으로부터 식별력의 발생이 추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식별력 취득시점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최소 5년의 사용기간을 충족하면 어느 때나 출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사용에 의해서 식별력이 발생한 경우
보조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조등록 자체가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즉 ‘사용’에
의하여 상표의 식별력 등이 결정이 된다. 따라서 보조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에 의
하여 이차적 의미를 취득할 수 있다. California Cooler, Inc. v. Loretto Winery, Ltd. 사
건66)에서 법원은 상표가 단순히 기술적인 경우라면 이차적 의미가 취득되기 전에는 주등록
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차적 의미가 취득된 경우에 예비적 금지명령
(preliminary injunction)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67)
이 경우 식별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등록을 위한 출원을 할 수 없으므로, 식별력
이 발생한 후에 주등록을 위한 출원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출원시에 식별력이 있어야 한
다.

(4) 식별력의 구비시점에 관한 기존 견해와 판례에 대한 비판적 결론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상표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등록의 경우, 등록여부 결정시를 기준으로 식별력을 판단하여
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사용주의 원칙하에서는 출원시에 식별력을 요구하게 된
다. 그러나 우리법이 출원주의를 취하므로 사용주의 원칙과 다른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그러지 않다.
제6조 제1항의 식별력은 상표와 상품과의 관계에서 발생하게 된다. 보통 식별력의 분류방
법으로는 일반(관용)명칭-기술명칭-암시명칭-임의선택-창작/조어표장으로 분류한다. 이는
Abercrombie & Fitch Co. v. Hunting World, Inc. 사건68)에서 정리된 것(Abercrombie
66) California Cooler, Inc. v. Loretto Winery, Ltd., 774 F.2d 1451 (9th Cir. 1985).
67) Surgicenters of America, Inc. v. Medical Dental Surgeries Co., 601 F.2d 1011 (9th Cir.
1979).
68) Abercrombie & Fitch Co. v. Hunting World, Inc., 537 F.2d (2d. Cir. 1976). 1970년 1월,
Abercrombie사는 자사의 ‘Safari‘와 ’Safari'를 포함하는 결합상표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경쟁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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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으로, 많은 법원이 그 분류법을 따라 상표의 식별력을 분류하고, 우리 상표법 제6조도
같은 원칙에 의해서 분류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법에 의한 식별력은 “상표와 상품과의 관계”에서 선험적⋅본질적으로 결정되어
있다. 따라서, 출원시든 등록여부 결정시든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컨대, 일반명칭
은 상품과 상표간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출원시나 등록여부 결정시나 일반명칭에
는 차이가 없다. 또한 기술명칭도 같을 뿐만 아니라 기타 암시⋅임의선택⋅창작/조어의 경
우에도 같다. 즉 상표와 상품간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본질적인 것이고 출원시나 등록여부
결정시에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만일 달라진다면 이는 제6조 제2항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에서는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있는 상표와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없
는 상표로 구분한다.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있는 상표는 창작/조어⋅임의선택⋅암시표장이
고,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기술명칭과 일반명칭표장이다.
현재와 같이 등록여부 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에 발생하는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는
제6조 제1항과 제6조 제2항의 해석문제이다. 예컨대, 특정상표가 제6조 제1항에 의해서 식
별력이 없지만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이 발생한 상표를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출원한
경우에, 제6조 제1항에 의해서 등록을 허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제6조 제2항에 의해서 등
록을 하여야 하므로, 출원을 거절하여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만일, 식별력이 없는 상표인데
사용에 의해서 식별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제6조 제2항에 의해서 등록하여야 한다면, 이는 식
별력은 상표와 상품과의 관계에서 본질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 즉,
현재 식별력은 있는데 그 식별력을 사용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 할 수 있는 것은,
식별력은 본질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후천적인 식별력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출원시에 상품과 표장간의 관계에서 기술적 명칭이었는데, 등록여부 결정시에 식
별력이 발생했다면, 이는 사용에 의해서 식별력이 발생한 것이고 상표와 상품과의 관계에서

Hunting World사를 뉴욕주 남부지구 지방법원(SDNY)에 제소했다. Abercrombie사는 ’Safari
Mills‘라는 상표를 1919년부터 등록받아 사용해 오던 Robert A. Suffern로부터 1939년에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양수받아 사용하면서 'Safari'라는 말을 남성용 및 여성용 외투에 사용해 왔고, 셔츠. 신
발, 벨트, 낚시용 조끼 등의 의류와 캠핑텐트, 캠핑도끼 등 다양한 레저용품들로 상표사용상품을 확장
하여 왔다. 그런데, 1965년 Hunting World 社가 사파리 또는 사냥에 필요한 상품을 판매하면서
’Safari'란 상표를 사용하자, 자신의 상표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본 사건은 상표의 식별력에
관한 기존의 판례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후에 많은 판결에서 본 판결의 분류방법을 따라서 본 판
결의 분류법은 일반적으로 통용된다. 본 판결에 따르면, 상표는 그 식별력의 강도에 따라 Generic
Marks(일반명칭 및 관용표장), Descriptive Marks(기술적 표장), Suggestive Marks(암시적 표장),
Arbitrary Marks (임의선택표장) 또는 Fanciful or Coined Marks(조어/창작 상표)의 5 가지 카테
고리로 나누어지고, 각기 식별력의 강도나 법률적 취급이 다르다고 한다. 앞쪽에서 뒤쪽으로 갈수록
식별력이 강한 상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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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적으로 기술명칭이라는 점이 변경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제6조 제2항을 적
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반대로, 출원시에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있었던 상표(예컨대, 암시⋅임의선택⋅ 창작/조어)
가 이론적으로69), 등록여부 결정시에 식별력이 상실된 경우(예, 일반명칭화)가 발생할 수 있
는데, 이는 등록되더라도 무효사유이므로70) 등록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한다. 즉, 출원시에 식
별력이 있었지만 후발적으로 식별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등록되더라도 무효이므로 등록을
허용할 수 없다. 따라서 등록여부 결정시에는 보조적으로 식별력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
다.
결국, 제6조 제1항의 식별력은 상표와 상품간의 관계에서 본질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출원시냐 등록여부결정시냐를 구별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 다만, 출원시에 식별력을 요구하
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하다. 왜냐하면, 식별력이 있는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므로 출원시에
식별력이 존재할 것이 요구되고,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제6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품과 상표와의 관계에서 본질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7조 제1항 사유에 대한 판단시점에 대한 규정(제7조 제2항⋅제3항)은 제6조의
경우에는 둘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제7조 제1항의 판단시점원칙이 등록여부 결정시
라는 근거를 들어 제6조의 결정시점을 등록여부 결정시라고 판단하는 것은 제6조를 잘못
이해한 결과이다.
결국, 식별력 판단시기가 출원시냐 등록여부결정시냐가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식별력이
본질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출원시와 등록여부 결정시에 식별력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일반명칭화나 기술명칭화가 되는 경우와 그 반대로 기술명칭에 이차적 의
미가 발생한 경우에는, 출원시와 등록여부 결정시에 식별력의 존부가 달라진다.
또한 출원주의와 적합성 때문에라도 출원시에 식별력이 있을 것이 요구된다. 등록여부 결
정시에 식별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식별력 없는 표장에 대한 출원이 선출원된 경우에 그
선출원한 식별력이 없는 상표가 출원시에 식별력이 있는 후출원상표보다 우선할 수 있는데,
이는 선출원에 의한 등록에 재산권적 효력을 부여하는 선출원 등록주의의 취지에 어긋난다.
또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는 선출원 등록상표에 등록배제효력을 부여하고 있는바, 등
록여부 결정시를 기준으로 한다면 식별력이 없는 상표71)가 식별력이 있는 상표의 등록을 배
69) 위의 박정화 재판연구관의 언급처럼 출원시와 등록결정시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그다지 크지 않으므
로 실제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 없어 차이가 없게 된다.
70)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1호.
71) 등록여부 결정시에 식별력이 발생하는 상표는, 제6조 제2항에 의한 등록상표의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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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만일, 제6조 제1항과 제6조 제2항의 구별이 없다면, 등록여부 결정시가 타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제6조 제1항과 제6조 제2항을 구별하고 있으므로 등록여부결정시는 타당하지 않다.
등록여부결정시를 기준으로 하면, 제6조 제1항과 제6조 제2항을 구별할 필요 없이 등록여부
결정시에 식별력이 있는지만 판단하면 되기 때문이다.72)
제6조 제2항의 해석에 있어서 제6조 제1항의 해석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6조 제1항의
식별력 판단시기를 정확히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제6조 제2항의 해석을 함에 있
어서, 제6조 제1항의 판단시기를 근거로 하는 견해들이 있기 때문이다.

(나) 상표법 제6조 제2항
1) 출원시의 타당성
제6조 제2항의 경우, 법문상이나 본질상 그리고 법경제학적 타당성으로도 식별력 판단시기
는 출원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조문상 어느 시점에 식별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이
미 많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더 언급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제6조 제2항의 출원에서 있
어서 본질상 출원시에 식별력이 요구되는 이유는, 제6조 제2항은 식별력이 없는 상표가 후
천적으로 식별력이 취득되었을 경우에 상표등록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식별력을 취득하지
않은 상표가 제6조 제2항에 의해서 등록출원되는 것은 제6조 제2항의 법리에 일치하지 않
는 것이다.
또한 등록여부 결정시를 기준으로 식별력을 판단한다면, 출원 러쉬(rush)가 발생할 위험이
많다. 즉 식별력이 없음에도 선원의 지위를 얻기 위해 상표등록출원을 하고, 그 후에 식별
력을 취득하기 위하여 심사절차를 지연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출원주의의 폐단인 상표의 선점을 위한 조기출원이 발생하게 된다.
제6조 제2항의 대상인 표장은 원래 식별력이 없는 표장이다.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대해서
상표등록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예외적인 것이다. 따라서 출원시에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요
구하는 것이 당연하다. 왜냐하면, 제6조 제1항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상표의
등록을 허용하고 있지 않고 있고, 그 중에서 식별력이 발생한 일정한 경우만을 상표등록을

72) 이 경우에는 제51조의 기술명칭이어서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항변’이 될
것이다. 등록여부결정시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기술명칭에 식별력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본
질적으로 식별력이 있는 경우인지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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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하고 있으므로, 식별력이 발생하여야 상표등록출원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출원시에 식별력이 없었지만, 등록여부결정시에 식별력이 발생한 상표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이러한 경우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6조 제1항의 문제가 아닌
제6조 제2항의 문제이다. 이 경우 새로 출원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 출원을 유
지하여 상표등록을 허용할 것인지 문제가 된다. 특히 권리범위 내에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
이 발생한 제3자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선출원주의를 앞세워 출원시에 식별력이 없고 등록여부 결정시에 식별력이
발생한 선출원자의 상표등록을 허용하는 것은, 식별력이 없는 출원시점(극단적 예로, 출원시
는 출원상표를 사용하지도 않은 시점이 될 수도 있다)에 우선권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식별력 없이는 상표등록을 허용하지 않는 상표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부당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발생한 상표는 출원시에 식별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의해서
먼저 출원한 상표를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 사용주의와 선출원주의간에 조화를 이루는 것이
다. 만일,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근거로 한 출원이 경합하는 두 상표가 있는
경우에, 출원시점에 모두 식별력이 있었다면 이는 출원주의 원칙에 따라 누가 먼저 출원했
는지 여부에 의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73) 따라서, 식별력이 발생한 후에 출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초출
원이 출원자의 잘못된 결정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고, 배타적 독점권인 상표권을 부여하는데
있어서 출원을 다시 하도록 하는 것은, 그 부여되는 독점적 권리에 비교하여 보면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절차적으로 재출원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지 몰라도, 이는 출
원자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출원자가 부담하여야 한다.74)
출원시에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있었지만, 등록여부 결정시에 식별력이 없는 경우에는 어
떻게 할 것인지 문제가 되지만, 이는 앞서 제6조 제1항에서 본바와 같이 등록여부 결정시에
73) 식별력 취득의 지역적 범위에 대하여 상표심사기준 제14조 제5항에서는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경우와 ‘일정지역’에서 수요자들이 ‘현저’하게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황금당 사건에서 상표는 일단 등록이 되면 우리나라 전역에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현
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범위는 전국적으로 걸쳐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후2274 판결).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주지성의 인식에 대해서 대법원은 전국적일 필요가
없다고 하는 판례가 다수이다. (대법원ﾠ1996. 5. 13.ﾠ자ﾠ96마217ﾠ결정(재능교육)ﾠ등, 재능교육 사건에
서는 제6조 제2항의 식별력이 취득되었다고 하면서도,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주지성을 취득했다고 인정
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다.). 특허청 실무도 전국적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또한 제6조 제2항
의 사용이 독점적 사용인지에 대해서 명시적인 판례가 없어, 두 사람이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
다고 볼 수 있다.
74) 물론 경합하는 출원이 없는 경우(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출원의 경합될 수 있고, 원칙적⋅이론적으
로는 불가하다고 할 것이다.)에는 기존 출원(거절결정될 출원)을 신출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하는
방법이 제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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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력이 없고 식별력이 없는 상표의 상표등록은 무효이므로, 상표등록을 거절하여야 한다.
2) 등록여부 결정시의 타당성
등록여부 결정시는 그 동안 판례가 지지하여 왔다. 판례가 등록여부결정시를 지지하는 것
은, 출원시에 식별력이 없지만 등록여부 결정시에 식별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출원을 유지
하여 출원시로 할 경우, 재출원하여야 하는 단점을 제거하기 위해서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타인이 출원과 경합하지 않을 경우에만 그 효력이 있을 뿐, 타인의
출원과 경합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결과가 될 수 있음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따라서 출
원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식별력을 취득한 후에 선출원을 한 출원이 우선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는 선출원 등록상표에 등록배제효력을 부여하고 있는바, 제6조
제1항의 경우에도 등록여부 결정시를 기준으로 식별력을 판단한다면, 선출원한 출원시에 식
별력이 없는 상표75)가 등록여부결정시에 식별력을 인정받으면, 그 상표보다 후에 출원한 출
원당시에 식별력이 있는 상표의 등록을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물론 우리 상표
법 제6조상 식별력은 본질적인 문제이므로 등록여부결정시나 출원시에 원칙적으로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함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따라서 법이론상으로도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있는 상표의 식별력은 등록여부 결정시가 아닌 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 결론
제6조 제2항의 경우에는 법조문이나 그 취지에 따라 출원시에 식별력이 있을 것을 요건으
로 하여야 한다. 또한 등록여부 결정시에 식별력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대한 등록은 할 수 없고 상표법은 이를 무효로 하고 있으므로, 등록을 거절하여야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등록여부 결정시설이 그 근거로 드는 것으로, 등록여부 결정시로 판
단하는 제6조 제1항과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제6조 제1항의 등록여부 결
정시의 의미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6조 제1항은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있는 것과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구분하여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표장을 식별력부재로 인한 부등록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식별력은 본질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출원시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75) 등록여부 결정시에 식별력이 발생하는 상표는. 제6조 제2항에 의한 등록상표의 경우만 해당한다. 물
론 제6조 제1항을 등록여부 결정시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모든 상표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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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에 의한 식별력발생을 이유로 출원등록 하는 경우에도, 출원시를 기준으로 식별력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상표법의 법리에 비추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출원시에 식별력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출원시에 식별력이 없었지만 등록여부 결정시에 식별력이 발생한
상표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재출원하여야 하는 단점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법조문을 구성하
는 경우에는 선출원주의와 조화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출원을 면제하는 규정은 출원에 관
한 상표법 조항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럽공동체 상표법 심사규정
7.9. 사용에 의한 식별력 (CTM 법 7(3))
법 7(3)에서는, “상표가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에 관하여 지속적인 사용으로 인하여 출
원하는 그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에 관하여 식별력을 취득하였다면, 7 1 (b), (c) 및 (d)
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표가 단일 업자의 상표로 관련 공중의 대부분
에 널리 인식되었다면 식별력이 있다.
색채상표에 대한 사용 후 식별력을 보여주는 기준은, 다른 형태의 상표에 적용되는 기준과
다르지 않다. 그 색채가 널리 사용되었거나, CTM 출원인이 특정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
스업의 유일한 공급자라는 독점적인 지위로 인하여 (예를 들면, 전화 또는 우편업 분야
“Philips/Remington”, ECJ, C-299/99, 65단락) 시장 인식력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면, 사
용 후 식별력 취득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그 자체로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유럽공동
체 전체에 해당하는 케이스이어야 하며, 한 회원국가에만 해당하는 케이스는 적용되지 않
는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 사용의 증거는, 상표의 사용으로 법 7(1)(b), (c) 및 (d)에 관하여 하나 또는 여러 거절이
유로 거절된 상표가 식별력을 취득한 사정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검토되어
야 한다. 단순히 사용의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 사용은 출원된 상표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중대하게 변형된 것이어서는 안 된다.
- 사용은 CTM 출원의 대상이 되는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 (b), (c) 및 (d)에 의한 거절이유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
면, (g) 기만에 관한 거절이유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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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의 증거는 어느 시점에 관한 것이어야 하나?
상표는 출원 당시 (출원일자)에 식별력을 획득하였여야 하며, 그 식별력은 등록 결정의 당
시에도 여전히 지속되어야 한다.

나.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특별현저성”의 “식별력”으로 용어 변환
(1) 문제의 소재
우리 상표법 제6조 제2항은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제9조의 규정
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전에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
(제10조 제1항 및 제4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상품 및 추가로 지정한 상
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표
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
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보통 식별력을 의미하고 있다. 그런데 법원은 ‘현저하게 인식되
어 있는 것’의 의미는 ‘식별력’ 인바, 이를 식별력의 정도인 주지성으로 오해하고 있어, 이
를 정정할 필요가 있다.

(2) 특별현저성의 기원과 의미
우리 상표법의 특별현저성이라는 용어는 일본의 구상표법에서 기원한다. 일본의 구상표법
은 영국법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현행 일본법의 해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별현저성
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대립되고 있었다. 외국법제는 모두 특정한 표장이 사
용에 의하여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전제로 법률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영
국의 구 상표법 제9조 제2항에서 “특별현저”라는 의미를 “자타상품의 식별력”으로 정의하
고, 제3항에서 “상표가 전항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할 때는 법원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여 “(a) 상표가 고유의 성질에 의하여 식별력을 가진 것인지
의 여부, (b) 상표의 사용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상표가 사실상 식별력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
부”를 들고 있다. 현재 영국법은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a distinctive
character”)라고 규정하고 있다.76)
76) 영국상표법(1994) 제3조
(1) The following shall not be registered—
(a) signs which not satisfy the requirements of section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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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은 상표법 제2조 (f)항에서 “본조 (a)(b)(c) 및 (d)항에 의하여 명문으로 제외된 것 이
외에, 출원인에 의하여 사용되는 결과로 거래상 출원인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할 수
있게 된 상표의 등록은 거절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원인이 출원일의 5년 전부터 그
상표를 독점하여 계속 사용하여 왔음을 입증하였을 경우는, 그 상표가 거래상 출원인의 상
품에 사용된 경우에 그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법에서는 제2조에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것으로 (a)~(e)를 들고 있으나, (e)에 들고
있는 기술적 상표는 사용한 결과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인정된다면 등록이 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미법에서는 단순 사용사실만으로는 등록에 의한 독점배타권의 인정
이 거부되는 기술적 표장에 대하여도, 계속하여 그 표장을 사용함으로써 독점배타적으로 사
용했음이 증명되면, 상표등록을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판례상 이러한 경우에는 기술적 표
장이 이차적 의미(secondary meaning)를 가졌다고 하고, 이런 경우에는 이들 표장이 이차
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경쟁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커먼로상의 재산적
권리로 인정받는다.
독일법에서는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식별력을 갖지 않는 표장, 주로 숫자나 문자 등으로
되는 표장, 상품의 제조방법, 시기 및 장소, 상품의 품질, 용도, 상품의 가치, 수량, 중량에
관한 표시를 포함하는 어구로 형성되어 있는 표장은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으나, 동조 제3항에서 이들 조문에 해당되는 표장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출원인의 상품표지
로서 거래상 통용되는(im Verkehr durchsetzen) 것일 때는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
다음에서는, 특별현저성의 의의에 관한 외관구성설과 자타상품 식별력설 및 독점적응성설
을 살펴본다.77) 다만, 이와 같이 구별하는 견해들은 현재에도 일부 타당성이 있지만 연혁적
인 성격을 가진다고 보인다.

(가) 외관구성설
(b) trade marks which are devoid of any distinctive character,
(c) trade marks which consist exclusively of signs or indications which may serve, in trade, to
designate the kind, quality, quantity, intended purpose, value, geographical origin, the time of
production of goods or of rendering of services, or other characteristics of goods or services,
(d) trade marks which consist exclusively of signs or indications which have become customary
in the current language or in the bona fide and established practices of the trade:
Provided that, a trade mark shall not be refused registration by virtue of paragraph (b), (c) or
(d) above if, before the date of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it has in fact acquired a
distinctive character as a result of the use made of it.
77) 이하는 綱野誠, 상표(1992), 120-127면을 번역한 것임.

- 94 -

외관구성설은 특별현저성은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문자⋅도형⋅기호 또는 이들의 결합임이
분명하고, 수요자의 주의력을 야기시키는 구성을 가진 것을 뜻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특별현저성이 없는 대표적 표장으로, 상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사용되는 한 줄의
선⋅동그라미⋅삼각⋅흔히 있는 윤곽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명치 32년법 제2조 제7항에 “欄, 地紋, 이 밖에 특별저명한 외관이 없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것들을 가리키고, 명치 21년법은 시행규칙에서 특별저명한 외관이 없는 것으로
서, 지명⋅인명⋅상품의 품위⋅품질 등 대략 구법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상표
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예시하여 특별저명한 외관이 없는 범위를
의제적으로 확대하였다. 명치 32년법은 구법 제2조 제1항의 각호 규정에 해당하는 것 중
欄, 地紋, 이 밖에 특별저명한 외관이 없는 것을 예시하는 동시에 구법 제8조 제1항에 해당
하는 사항을 특별저명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여 부등록사유로 하였다. 이는 독일법과 같은
형식을 취했는데, 이 두 법은 특별저명하지 않은 범위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으나, 특별저명
의 개념은 주로 상표의 속성으로서 상표 자체의 외관을 가리킨다고 해석하였다.예전의 판례
나 통설은, 특별현저성을 상표 자체가 보는 사람의 주의력을 야기하기에 충분한 구성을 가
진 것이라고 해석했고, 상품과의 관계에서는 거래자⋅수요자가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
는 자타상품식별능력은 특별현저성의 결과라고 하더라도, 특별현저성 그 자체는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로, 일본 상표법의 규정상으로 당연하다고 보는 것인데, 구법 제1조 제2항에
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상표는 문자⋅도형⋅기호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특별현저하여야
한다”고 함은, 상표를 기능적으로 보는 식별력과는 별개로 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표 자체의
구성요건 내지 그 속성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동법 제2조 제1항과의 관계와 제1조 제2항의
문리해석으로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둘째, 명치 21년 칙령 제86호 상표조례 제1조 제2항과 명치 32년법 제2조 제7항도 특별현
저성을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아닌 상표의 속성으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문리상 분명하고,
구법 제1조 제2항도 이러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셋째, 출원주의에서 특별현저성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상표구성 자체의 명료성
으로 문리해석된다는 것이다. 즉, 어떤 표장이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거
래상 식별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등록이전에 상표를 사용하여 식별력을 가지고
있는 표장이 아니면 등록이 될 수가 없어, 등록이전에 상표의 사용을 요구하지 않는 출원주
의를 채용하고 있는 일본의 원칙과 모순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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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영국⋅미국법은 특별현저성 혹은 식별력을 상표 자체의 문제로 규정하지 않고, 상표
가 상품을 식별하여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지는 지를 상표보호의 전제요건으로 규정하
고 있으며, 독일법에서는 부등록사유 중 “식별력이 없는 것”이라는 뜻은 상표 자체의 속성
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상표들이 거래에서 통용되는 경우에는 등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나, 일본의 구법 규정은 명치 21년법 이래로 이들과는 다른 법률구성을 가지고 있고, 이
들과 비교하여 관찰하더라도 특별현저성은 상표 자체의 구성 또는 속성이라고 해석하는 것
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외관구성설을 취한 판례 중 대표적인 것으로,
“세인으로 하여금 상표라는 것에 주의를 끌 수 있는 구성을 갖지 않는 것은 특
별현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세상에 유례가 많은 성명⋅상호 등의 문자
를 가지고 상표라고 할 경우에는 보통과는 다른 서체로 된 것이 아니면 상표로
서 세상사람의 주의를 끌기 어려우므로, 특별현저한 것이 아니라 하여 그 등록
을 허용할 수 없다(大判 大正 12年 5月 26日, 大正 12年(オ) 1010, 民集 2卷
332쪽).”
는 것과
“상표가 특별현저한 것인가의 여부는 상표자체에 대하여 판정해야 하는 것으로
서, 상품의 출산지명에 상품의 보통명칭을 결합하여, 이것을 보통으로 사용되는
로마자서체를 가지고 쓴 것에 지나지 않는 상표는, 비록 이것을 다른 것에 사용
하는 것이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별현저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大判 大正 15年 11月 8日, 大正 15年(オ) 895, 外大 3-219).”
는 것과
“상표가 특별한 것인지의 여부는 세상사람의 주의를 끌어 용이하게 타인의 상표
와 구별될 수 있는 구성을 가진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서, 그
주의는 보통일반사람이 거래시장에서 사용되는 정도를 표준으로 결정할 일인즉
⋅⋅⋅(大判 昭和 7年 9月 15日, 昭和 6年(オ) 3076, 外大 10-249)”
는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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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타상품식별력설
구상표법에서의 “특별현저”라는 용어는 본래의 영어의 “distinctive" 즉 ”식별력이 있는“이
라는 의미를 가진 용어에 온 것이므로 자타상품식별력설은 특별현저성을 자타상품의 식별력
으로 해석한다. 또한 구법의 제1조 제2항 규정은 명치 21년 법이나 명치 32년 법과 같이,
문리상으로도 반드시 ”특별현저“라는 문자를 상표자체의 구성 내지는 속성으로서의 외관을
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만큼 명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탄력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므
로 최근의 학설이나 판례는 구법 제1조 제2항은 동법 제8조 제1항의 상표권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 대한 규정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을 이해하고, “특별현저”라는 용어를 상표의 자타상
품의 식별능력이라 하고, 경제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적⋅구체적으로 결정되는 가능적
상표로서의 요건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특별현저성을 자타상품의 식별력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상대적인 개념이므로 상
품에 따라 또는 거래자와 수요자의 실정에 따라 그리고 사용하는 정도에 따라 다르게 해석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구법에서의 자타상품식별력설은 이러한 요소들을 받아들이면서,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를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외관이나 구성이 명료하지 않거나 매우 간단하고 흔하여, 거래자와 수요자에 대한
인상이 약하여 기억하기 어려운 상표이다. 다만, 이것은 외관구성설에서도 당연히 특별현저
성이 없는 것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둘째,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흔히 있는 성 또는 산지품질 등을 표시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다수인에 의하여 사용되어, 특정업자의 상표로 사용한다
고 하더라도 그것이 보통의 태양으로 나타내어지는 한은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상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표이다.
셋째, 현재 타인이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구 상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의 효
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비록 등록을 한다 하더라도 누군가에 의하여 독점 사용될 수 없는
표장, 즉 식별력이 법으로 보장될 수 없는 상표이다. 상품의 품질⋅수량⋅산지⋅효능 등을
나타내는 것들로서 현재 타인이 사용하고 있지 않는 상표가 이에 해당하고, 이라한 상표를
자타상품식별력이 없다고 하는 이유는 구법 제8조의 규정이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타
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해석되기 때문이다.78) 이런 뜻에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78) 이점에서 자타상품식별력설은 독점적응설과 별개의 견해가 아니라 공유되는 견해라고 할 수 있다.
(본 용역에 대한 연구자 추가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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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서는 식별력이 있으나, 장차 식별력을 잃을 염려가 있는 것들도 포함되어 광의로 해
석되고 있다.
자타상품식별력성을 취한 판례로는,
“상표가 자타상품을 식별하기에 충분할 만금 특별현저성을 가지고 있느냐의 여
부는 그 상표의 구성 자체만을 가지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그 상표와 일정한
상품과의 관계에서 일반 거래자 및 수요자가 그 상표로서 그 상품의 출처를 인
식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大判 昭和 3年 4月 10日, 昭
和 2年(オ) 1093, 民集 7卷 192쪽).”
는 것 등이 있다.79)

(다) 독점적응성설

독점적응성설은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는 자타상품식별력이 없으므로 독점에 적합하지 않
고, 식별력이 있더라도 특정인에게 독점하게 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보는 견해이다. 즉, 특
별현저성이 없는 상표는 일반인의 자유사용에 대한 보장이 공익상으로 요청되는 상표를 포
함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또한 이는 영미법에서 독점적응성, 또는 독일법에서의 자유사용의
보장의 요청의 개념을 가미하고자 하는 견해이다.
79) 그 이외에도
1) “특별현저서의 유무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구성뿐만 아니라 지정상품과의 관계와 그 밖의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大判 昭和 13年 10月 21日, 昭和 13年(オ) 896, 外
大 21-181).”
2) “특별현저성을 판단할 때에 그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의 종유 및 그 거래자와 수요자도 감안하여,
이들이 이 종류의 상품을 취급하는 데에 있어 거래자와 수요자가 통상 행할 정도의 주의력을 기준
으로 하여 자타상품을 구별할 수 잇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하여야 한다(大判 昭和 7年 6月
20日, 昭和 6年(オ) 2831, 民集 11卷 1495쪽).”
3) “등록상표의 요건으로서 특별현저성이 요구되고 있는 이유는 상표를 오인함으로써 상품의 혼동을
초래하여 부정경쟁이 발생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랍시장에서 해당 상표를 가지고 자타상품의 구
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오떤 상표가 자타의 상품을 식별하기에
충분한 특별현저성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단순히 그 상표의 외관, 명칭 또는 관념 등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며, 그 상표와 일정한 상품과의 관계에서 일반 거래자 및 수요자가 해당 상표에
의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東高判 昭和 25年 7月
15日, 昭和 23年(行ナ) 19, 取 22).”
4) “상표의 특별현저성이라 함은 상표가 그것을 사용한 상품에 대하여 거래자 및 수요자로 하여금 그
것이 누구의 생산⋅가공⋅판매에 관련된 상품인가를 인식케 하여, 이로써 타인의 생산⋅가공⋅판매
에 관련된 동동의 상품들과 구별시키는 능력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東高判 昭和 33年 12
月 18日, 昭和 32年(行ナ) 60, 取 249, 行裁例集 9卷 12號 27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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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타상품식별력설은 자타상품식별력이라는 의미 속에 구법 제8조와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장차 식별력을 잃게 될 것으로 예
상되는 것까지도 현재 식별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독점적응성설은 제8조와 관계
에서 식별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표 혹은 동조에 의하여 상표권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
되는 상표 즉 예를 들면 “소화”와 같은 원호 혹은 산지의 표시라고 인정될 수 없는 附縣名
등에 대해서는, 현재 어느 누구도 특정상품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아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다수인이 사용할 필요성이 있어 특정인에게 독점시킬 수 없으므로, 특별현저
성이 없다고 본다.
즉, 독점적응성설에 의하면, 자타상품식별력이라는 의미는 현실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것에
한정되고, 구법 제8조의 규정으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상표는 법이 공익의 견지에
서 독점적응성을 배제한 것이므로, 식별력의 유무를 불문하고 공익상 독점성을 인정할 수
없는 상표라는 것이다.

(3)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취득을 인정한 사례
앞에서는 연혁적으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의미에 관한 학설을 살펴보았다. 다음에서는 우
리법 판례상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인정한 사례를 살펴본다.

(가) 대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 중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취득을 인정한 것으로는, "새우깡"(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후38 판결), "영어실력기초"(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후410 판결)가 있다.
최근에는,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후2288판결(K2)이 있다.

(나) 특허법원 판결
1) 특허법원 1998. 9. 3. 선고 98허249 판결(재능교육사건)
피고(주식회사 재능교육)는 1977년에 주식회사 한국프로그램 재능교육원이라는 상호로 설
립되어 1981. 5.경부터 '재능수학'이라는 제호의 학습지를 발행하기 시작하였고 처음에는
유아교육을 중심으로 서울특별시 지역을 영업대상으로 하다가 전국적인 규모로 사업을 확장
함과 동시에 '재능국어', '재능영어' 등으로 학습지를 늘리면서 이들 학습지를 통틀어 '재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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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라는 상표로 선전을 한 사실, 그리하여 학부모들 사이에 '재능교육'이 유아·아동용
학습지로 널리 인식되기에 이르자 1987년에 상호를 현재의 상호로 변경한 후 '재능교육'이
라는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를 출원하여 1988. 12. 19.에 그 등록을 받고 1988년에 금
128,860,056원, 1989년에 금 135,206,450원, 1990년에 금 538,995,415원, 1991년에 금
1,071,030,788원, 1992년에 금 2,786,773,071원, 1993년에 금 4,977,303,891원의 광고비
를 지출하면서 1988년부터 1992. 7.의 이 건 등록상표의 출원시까지 사이에 각 일간신문
등에 1,000회 가량의 광고를 게재하는가 하면 라디오, 텔레비젼 등 방송을 통하여 피고의
영업과 상품을 광고하였고, 피고의 이 건 등록상표가 등록될 무렵의 영업규모가 재능국어,
재능수학, 재능영어, 재능한자 등 전과목 학습지의 연간 이용회원이 4,110,343명, 연간 판
매 부수가 16,441,372부에 이르렀으므로, 이 건 등록상표는 그 출원 전부터의 계속적인 사
용으로 인하여 일반수요자들사이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유아교육의 한 분야를 나타내는
표장으로서가 아니라 피고의 업무를 나타내는 표장으로 인식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2) 특허법원 1998. 10. 1. 선고 98허3934 판결(크린랲사건)
주식회사 크린랲의 '크린랲' 표장은 이미 1984. 말부터 사용되어 왔고 그 때부터 약 10여
년에 걸쳐 금480억 원 상당을 들여 각종 매체를 통하여 광고를 실시하여 왔으며, 기존의 피
브이씨 랩의 유해성이 사회문제가 되자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대체수요로서 피고의 '크린랲
' 제품의 연간판매액이 급신장세를 이루어 왔다는 점, 여기에 '크린랲' 제품의 시장점유율,
전국적인 조직망 현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표장 '크린랲'은 적어도 1993. 말경부터는 이
미 국내의 수요자간에 피고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
던 상표라 할 것이다.
3) 특허법원 1999. 6. 24. 선고 98허9536 판결(그린사건)
1998. 9. 3. 원고에게 합병된 주식회사 두산경월의 전신인 경월주조 주식회사(1996. 4.
12. 주식회사 두산경월로 상호변경)는 1991. 1. 경부터 상호 중 일부인 "경월(경월)" 및
"GREEN(그린)"이라는 문자를 결합한 표장을 자신이 제조하여 판매하는 소주제품에 상표로
사용하다가 1994. 1. 17.경부터 "GREEN" 및 "그린" 부분을 보다 큰 활자체로 강조한 인용
상표2를 상표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1994. 1. 17.자 동아일보에 "깨끗한 소주, 그린"을 강
조하는 광고를 게재한 이후 각종 주요 중앙일간지와 잡지 등 언론매체을 통하여 인용상표들
을 사용한 그린소주에 대한 광고를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하여 이 건 등록상표들의 출원
전인 1995. 5.경까지 모두 462회에 걸쳐서 합계 금 6,505,495,000원의 광고비를 지출하였
고, 1991년부터 1995. 5.경까지 전국적인 유통망을 통하여 전국에 모두 375,222,249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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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부터 1994년까지 270,361,725병, 1995년 5월말까지 104,860,524병, 1995년의 판
매실적은 연간 판매량에 5/12를 곱하여 계산함)의 그린소주를 판매하여 1993년도에는
5.3%(업계 순위 7위)에 불과하던 원고의 전국 소주시장 점유율이 1994년 10월말에는 11%
(업계 순위 3위)로 확대된 이래 계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며, 1994. 7. 서울경제신문사에서
주관하는 1994년 상반기 히트상품으로 선정된 것을 비롯하여 이후 여러 언론기관에 의하여
히트상품으로 선정되고, 그린소주 광고가 여러 신문사가 주관하는 광고대상에서 은상 등을
수상하였고 그 사실이 여러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GREEN" 또는 "그린"은 소주 등 주류제품과 관련하여서는 이 건 등록상표들의 출원시인
1995. 6. 21.경에는 원고가 제조·판매하는 그린소주의 명칭으로 수요자들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특허법원 2000. 8. 11 선고 99허9861 판결(SHIPPING GAZETTE사건)
인용상표의 'SHIPPING'은 해운(업), 선박, 적하, 'GAZETTE'는 신문, 정기간행물 등의 사
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일본 등에서는 'SHIPPING GAZETTE'가 선박운항 스케쥴과 해운
관련 뉴스를 담은 해운전문지의 제호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기도 하나, 국내에서는 1999. 3.
21.경까지 피고만이 이를 유일하게 사용하여 왔으며 이와 동일한 내용을 담은 잡지의 제호
로서 영문자 'Korea Shipper's Journal' 등 인용상표와는 다른 제호가 사용되기도 하였는
데, 사단법인 한국선주협회, 주식회사 한진해운, 범양해운주식회사, 현대물류주식회사, 일양
익스프레스 주식회사, 고려해운 주식회사 등 150개 이상의 국내 복합운송주선업체, 해운대
리점 및 수출입업체 등 운수 및 무역관련 업체 등이 피고가 발행한 'KOREA SHIPPING
GAZETTE'를 장기간 구독하여 옴으로써, 이들 업체들과 관련 거래계에서는 'KOREA
SHIPPING GAZETTE'라고 하면 피고가 발행하는 특정의 해운 관련 간행물을 의미하는 것
으로 현저하게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5) 특허법원 2000. 8. 18. 선고 2000허532 판결(하이포크사건)
하이포크를 구성부분으로 포함하는 상표가 원고의 돼지고기 상품에 대

한 표지로 국내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나, 식당체인업, 한식점경영업, 서양음식점경영업, 돼지고기 전문식당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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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업 등의 서비스업에 대한 표지로서는 국내에서 널리 알려졌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취득을 부인한 사례
(가) 대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 중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취득을 부인한 것으로는, 주식회사 금성사의 "하이
테크"(대법원 1986. 12. 23. 선고 85후102 판결),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엑셀"(대법원
1989. 12. 22. 선고 89후438 판결), 동산유지공업 주식회사의 "인삼비누"(대법원 1990. 2.
9. 선고 89후1189 판결), "수지침"(대법원 1996. 5. 31. 선고 95후1968 판결) 등을 들 수 있
다.

(나) 특허법원 판결
1) 특허법원 1998. 8. 13. 선고 98허4982 판결
주식회사 퀵서비스가 1993. 3. 1. 이 건 서비스표와 같은 '퀵서비스'를 상호로 하는 심부름
용역업을 개업한 이후 국내의 일간신문과 잡지 및 텔레비전 등에 여러 회에 걸쳐서 오토바
이를 이용한 배달업이 보도될 때에 대표적인 업체로서 소개된 사실 및 위 회사가 전단 등의
매체를 통하여 서울지역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이 건 서비스표를 이용한 위 회사의 영업을
광고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이 건 서비스표가 일반수요자들 사이에 위
회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
리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2) 특허법원 1999. 2. 11. 선고 98허9574 판결
선키스트 그로우어즈 인코포레이티드가 1985. 11.경부터 1995. 10.경까지 이 건 출원상표
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것을 이 건 출원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는 없고, 또한 이건 출원상
표를 사용하여 1995. 11.부터 1998. 10.까지 판매한 것이 미화 1,804,000달러 상당(한화 약
금 166,000,000원 상당)에 이르고 특허청 발행의 외국유명상표자료집 등에 상표 'Sunkist'
가 주지상표로 기재되어 있는 등 'Sunkist' 상표가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건 출원상표 'sk'가 수요자간에 원고의 상표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특허법원 1999. 5. 13. 선고 99허27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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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 앤드 존슨사가 1997. 4월호 주니어 잡지에 이건 출원상표 ["클린"과 "클리어"가 "＆"로
연결되어 상하로 구성된 문자부분과 그 바탕을 이루는 두 겹의 직사각형 및 그 안의 정사각
형에 가까운 격자 무늬(창살 또는 석쇠 무늬)로 구성된 도형부분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상표]
를 사용한 "클렌징 토너" 제품에 대한 광고가 게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
클렌징 토너"는 화장품의 일종으로서 이 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들과는 다른 상품이므로,
이 건 출원상표가 그 등록출원 전에 사용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
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특허법원 1999. 5. 20. 선고 98허937680)
원고(루센트 테크놀러지스 인크)가 제출한 증거는 국내 신문 및 잡지 등에서 원고회사의
사업내용을 소개하거나 원고의 캐리어 네트워크 부문 사장인 한국인 김종훈을 소개하는 기
사들을 모은 자료와 모두 이 건 출원서비스표의 출원일(1996. 5. 14.)은 물론이고 거절사정
일(1998. 1. 26.) 이후에 이루어진 광고들이므로 이들 증거만으로써는 이 건 출원서비스표
가 출원 전의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획득하여 일반수요자들 사이에 원고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특허법원 1999. 5. 21. 선고 99허2259 판결
존슨 앤드 존슨사가 본원상표("클린"과 "클리어"가 "＆"로 연결되어 상하로 구성된 문자부분
과 그 바탕을 이루는 흑색의 실선 격자무늬로 구성된 도형부분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상표)
를 1997.4월호 "쥬니어" 잡지 및 1998. 5월호 "신디더퍼키" 잡지에 각 광고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본원상표가 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6) 특허법원 1999. 8. 12. 선고 99허3603 판결(확정)
강릉시 초당동 거주 주민 57명은 공동으로 이 건 등록상표들의 등록출원일 이전인 1983.
1. 24. 강릉시 초당동에 소외 이만식을 대표자로 하는 "초당협동두부"라는 상호로 두부류 제
조·가공업체를 설립하고 그 이후 1989. 7. 21. 상호를 "강릉초당식품"으로, 대표자를 원고
최선윤으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1993. 2. 8. 상호를 "강릉초당두부"로 변경한 뒤 현재까지 이
건 등록상표들을 사용하여 두부를 제조·판매하여 온 사실, 1996. 11. 6.자 강원도민일보에 "
초당두부" 등 강원도내 특산물의 이름을 지키자는 취지의 기사가 게재되었고 1997. 12. 31.
80) 동지의 판결로는 특허법원 1999. 6. 10. 선고 99허3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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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강원도민일보에도 초당두부에 관한 기사가 소개되었는데 그 기사에는 초당두부의 대표가
원고 최선윤으로 게재되어 있는 사실, 한편 원고 최선윤은 "초당두부의 압축성형 공정의 최
적화를 통한 품질향상 및 응고제에 따른 두부의 물리적 특성의 규명" 등을 연구개발과제로
하여 1994. 11월경 강릉대학교 총장과 1994년도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지역컨소시엄 연구
개발사업의 참여기업으로서의 연구개발사업비지원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1997. 8.
31.까지 합계 금 8,000,000원 이상의 연구비를 지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만으
로 이 건 등록상표들이 그 출원전의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획득하여 일반수요자들 사이에
원고들의 상표나 원고들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7) 특허법원 2000. 9. 8. 선고 2000허815 판결
원고(아메리칸 파워 컨버젼 코포레이션)가 전세계에 2개의 총본부와 20여개국에 지사를 두
고 있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장을 미국 등 수 개국에서 1990년경부터 상표로 등
록 또는 사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등록상표를 국내에서 출원한 이후 1996년부터 1998년
사이에 적게는 미화 33,323달러, 많게는 미화 261,819달러의 광고비를 지출하였고, 전세계
적으로도 1992년부터 1999년까지 미화 41,122,092달러의 광고비를 지출하였으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국내에서 1999년에 5,381개를 판매하여 미화 2,242,034.08달러의
판매실적을 올렸고, 전세계적으로도 현재까지 미화 2,362,304,921달러 상당을 판매한 실적
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등록사
정시인 1998. 7. 7.경에 그 사용에 의하여 국내의 수요자간에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8) 특허법원 2000. 11. 23. 선고 2000허2392 판결
원고 윤미자는 1975.경부터 윤씨 농방이란 상호로 가구업을 경영하면서 1981. 8. 6. 필기
체로 된 윤씨농방 표장에 대하여 등록 제77321호로 상표등록을 하였고, 1980.경에는 KBS
TV의 미니시리즈 '엄마의 일기'에, 1981.경부터 1985.경까지는 주간 단막극 '부부'에 각 가
구협찬을 하여 프로그램 종료시 가구협조 '윤씨농방'이라는 자막이 화면에 나왔으며, 1987.
5.부터 1988. 12.까지 한국방송공사 제2라디오 '황인용 강부자입니다' 프로그램에, 1988.경
까지 제1 TV의 '사랑의 기쁨', '훠어이, 훠어이' 프로그램에, 제2 TV의 '드라마게임' 프로그
램에 각 가구협찬을 하였고, 1991. 3. 9., 1992. 1. 23. 및 1992. 4. 11.자 조선일보에 각
가구판매 광고를 하였으며, 소외 이용조는 1981. 3. 30.부터 1990. 10.경까지 윤씨농방의
대구대리점을 경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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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시인 1992. 5. 1.을 기준으로 약
10여 년간 윤씨농방이라는 상호상표로 가구업을 활발히 경영한 것으로 보이나 그런 정도의
사용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일반
수요자들에게 전국적으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9) 특허법원 2001. 3. 30. 선고 2000허2217 판결
원고(코닌클리케 필립스 일렉트로닉스 엔.브이)가 이 사건 출원상표(그림)

의 사용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증거들은 원고의 위 전기면도기 제품에 대한 카탈로그, 광
고, 제품포장, 사용설명서, 인터넷 게시물, 제품라벨, 제품사진 등과 원고의 위전기면도기
제품에 대한 광고비 지출내역, 매장리스트, 수입실적에 대한 자료들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
표의 사용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될 수 없으며, 그 밖에 그 사용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
가 없다.
10) 특허법원 2001. 5. 11. 선고 2001허690 판결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전에 1997. 4. 26.자 현대건강신문, 1996. 9. 메도산 홈
쇼핑 오픈마인드 및 아멕스카드 팜플렛 등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뾰족한 돌기가
달린 구(구) 형상의 지압기를 선전 광고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사용에 의하여 수요자간에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에
관하여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1) 특허법원 2001. 6. 8. 선고 2000허8208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앞의 도형으로 구성된 색채상표)의 사용사실을 입증하기 위
하여 제출한 증거 중 우선, 갑2의1 내지 16, 갑6의 1 내지 4, 갑 12의 1 내지 3은 원고가
우리나라 및 외국에서 발행한 팜플렛 또는 신문잡지 등에 게재한 광고로서 원고회사의 명칭
"United Parcel Service of America, Inc."의 약칭인 "UPS"을 포함하는 표장만이 표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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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을 뿐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갑7의 1, 2는 원고가 1997.
8. 13. 및 같은 달 25. 방송위원회에 제출한 방송심의신청서로서 여기에도 광고상품법이
"UPS"라고 되어 있을 뿐이므로, 이들 증거에 의하여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를 사용한 사실
을 인정할 수 없고, 다음 갑4는 2000. 10. 미국에서 발행된 잡지 Forbes에 게재된 원고회
사에 관한 기사 내용이지만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사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
니하고, 갑9는 원고가 "Brown Truck Device"를 표장으로 하는 상표를 불가리아, 칠레 등
15개국에 등록하였다는 내용의 상표출원등록 목록일 뿐이므로, 이들 증거에 의하여도 이 사
건 출원서비스표가 국내에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그 외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상표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
득한 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5) 주된 의미(primary meaning), 이차적 의미(secondary meaning) 및 상
표적 사용81)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의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된 의미(primary meaning), 이차적
의미(secondary meaning) 및 상표적 사용의 의의에 대해서 이해하여야 한다.
주된 의미(primary meaning)는 표장이 가지는 본래의 속성이나 의미이다. 이차적 의미
(secondary meaning)82)는 표장이 가지는 본래의 속성이나 의미는 아니지만 어떤 영업이
나 상품을 특정하는 속성이나 의미이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 기술적 명칭은
식별력이 없어 상표등록을 허용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동호의 기술적 명칭으로 사용
하는 경우란 결국 주된 의미(primary meaning)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동항 제1호
와 제2호의 그 상품에 대한 보통명칭이나 관용명칭 모두 기술적 의미로 사용되어야 하는 언
어들이다.
그리고 제5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 또는 생산방
법·가공방법·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도 주된 의미
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란 본래적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51조 제1항 제2호
와 제3호의 그 상품의 일반명칭이나 관용명칭을 상표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된 의미로 사

81) 이하 본인이 작성하고 있는 상표법 주해 보론중의 일부를 발췌한 것임.
82) 주된 의미에 대응하여 종된 의미라고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주된 의미는 이차적 의미에 대응하여
일차적 의미라고 사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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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제51조 제1항 제3호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 제6조 제1항에서
상표부등록 사유로 규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독점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실을 말할 권리,
즉 표현의 자유가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주된 의미란 진실을 말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 이러한 진실을 말하는 권리는 표현
의 자유에 의해서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상표법 제6조 제1항에서 상표부등록 사유로 규
정하고 있고, 제23조에서 등록거절사유, 제51조의 상표권의 권리범위제외 및 제71조의 등록
무효사유로 규정하여, 헌법상 자유권적 기본질서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대법원은 병행수입과 관련하여
병행수입 그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로서 상표권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아니함은 원심의 판단과 같으므로 병행수입업자가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상
태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당연히 허용될 것인바, 상표제도는 상표를 보호
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상표법 제1조 참조), 상표는
기본적으로 당해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출처가 특정한 영업주체임을 나타내는
상품출처표시기능과 이에 수반되는 품질보증기능이 주된 기능이라는 점 등에 비
추어 볼 때, 병행수입업자가 위와 같이 소극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그치
지 아니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선전행위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표의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없고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나 품질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없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상표권침해의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상표권자는 상표권에 기하여 그 침해의 금지나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
건의 폐기 등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병행수입업자인 피고가 문제된 선전광고물, 명함,
포장지, 쇼핑백, 내·외부 간판에 부착 또는 표시하여 사용한 이 사건 표장(구체
적으로 보면, 이 사건 표장의 각 해당 표장과 전혀 동일하거나 그 해당 표장이
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거의 동일하므로 피고가 사용한 표장이 이 사건 표장과
동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은 원고 버버리의 등록상표들(상표등록번호 제
50439호, 제66446호, 제163562호 등)과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여 상품 출처
에 오인 혼동이 생길 염려가 없고 또 피고가 수입한 상품이 원고 버버리에 의하
여 생산된 진정상품인 이상 국내 독점적인 수입·판매대리점인 원고 유로통상이
원고 버버리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하는 상품과 품질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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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어려우므로, 결국 상표제도의 목적이나 상표의 기능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위
선전광고물이나 명함 및 외부 간판 등에 그러한 표장을 사용한 행위는 실질적으
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어 원고 버버리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고 할 것이다.83)
위 사건은 상표기능과 관련하여 상표기능(출처표시, 품질보증)을 침해함이 없다면 병행수입
자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고, 그러한 행위는 병행수입이 정당한 행위이므로
이러한 정당한 행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결국 병행수입업자
의 상표사용이 진실과 어긋난 것이 아닐뿐더러 오히려 진실에 부합한 사용이기 때문에 가능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은 판결의 전체적인 취지 뿐만 아니라 “유로통상이 원고 버
버리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하는 상품과 품질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라고
하는 직접적인 판시를 통하여 그러한 취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만일 그러한 진실된 상

표를 사용하지만 혼동을 발생케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
반이 될 수 있다. 대법원도 버버리 사건에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병행수입업자가 적극적으로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선전행위를 한 것이 실질적으로 상표권 침해의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
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태양 등에 비추어 영
업표지로서의 기능을 갖는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병행수입업자가
외국 본사의 국내 공인 대리점 등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용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업주체혼동행위에 해
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라고 하여 외국본사의 공인 대리점으로 오인을 갖게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바, 이는 진실에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법익침해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판시는 대법원이 진실을 말하는 권리는 정당한 행위로서 법이
허용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판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차적 의미(secondary meaning)란 상표의 속성, 즉 출처를 특정짓는 것을 의미하고, 상
표적 사용이 이에 해당한다. 상표적 사용이란 출처표시로서의 사용을 말하는데, 상표법은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
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84) 상

83) 대법원 2002.09.24. 선고 99다42322 판결.
84)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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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 사용이란 출처표시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대법원도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
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
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출처표시로 사용하는 것을
상표적 사용이라고 한다.85) 따라서, 의장적 사용,86) 용도표시 등 상품에 대하여 기술적인
설명에 해당하는 경우87)에는, 출처표시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상표적 사용이 아니다.
상표법 제50조에 규정된,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할 때의 ‘사
용’은 상표적 사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출처표시로서의 사용이 아닌 기술적인 사용, 일반명
칭⋅관용명칭으로서의 사용은 상표적 사용이 아니므로, 상표권의 효력을 받지 않는다.88)
우리 상표법 제6조 제2항은 상표를 사용하여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으
로 하여 상표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의미는 이차적 의미가
발생하였다는 의미이다. 예컨대, “새우깡”의 경우에 지정상품의 원재료 표시인 “새우”라는
문자와 과자업계에서 과자의 관용화된 표장이라고 인정되는 “깡”이라는 문자가 결합된 것이
므로, “새우깡” 주된 의미(primary meaning)는 새우로 만든 과자라는 의미이다.89)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특별현저성이 없으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90)
그러나 이러한 상표라도 장기간 사용하여 특별현저성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표법 제6조 제2
항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할 수 있다. 특별현저성이란 소비자들이 새우깡의 출처를 특정한
제조자 내지 판매자와 연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특별현저성과 이차적 의미
(secondary meaning)는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다. 특별현저성이 발생한 경우, 즉 이차적
의미가 발생한 경우에도 주된 의미 내지 일차적 의미(primary meaning)는 새우로 만든 과
자라는 기술적인 의미이다. 이차적 의미가 발생한 경우에도 여전히 주된 의미로서 사용할
수 있다. 언어의 주된 의미는 만인이 사용할 수 있는 만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
우깡 상표에 특별현저성이 발생하여 특정 출처와 관련짓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차적 의미
일 뿐이다. 경쟁자가 사용하는 ‘삼양새우깡’ 상표에서 ‘새우깡’은 주된 의미로 사용하는 것
으로서, 새우로 만든 과자라는 기술적 의미로 이해된다. 따라서 ‘새우깡’에 대해서 사용에
의해 특별현저성을 취득하여 등록한 상표는 ‘삼양새우깡’ 중의 ‘새우깡’부분에도 그 효력이
85)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86)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424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5034 판결.
87)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355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다63640 판결 등.
88) 상표법 제51조 제1항은 이러한 비상표적 사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점에서도 제51조는 상표
권의 제한이 아니라 상표권의 범위 밖에 있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89) 대법원 1992. 5. 12. 선고 88후974,88후981,88후998 판결 참조.
90) 대법원 1992. 5. 12. 선고 88후974,88후981,88후99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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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가)호 표장이 ‘새우깡’부분 이외에 상품출처 표시인 ‘삼양’이 결합되
어 있다 하더라도 특별현저성이 있는 ‘새우깡’부분이 동일하여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한 상표
이고 (가)호 표장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시한 것은,91) 우리 법에서 표현하는
특별현저성의 의미를 오해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즉, 특별현저성이 발생하면 주된 의
미를 상실하는 것92)으로 오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만일 ‘특별현저성’을 ‘이차적 의미’
라고 이해하였다면, 위와 같은 경우에 주된 의미는 여전히 새우로 만든 과자라는 기술적 의
미로 이해되는 것이므로, 공중은 주된 의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93)
McCarthy의

저서를

인용해

보면

주된

의미(primary

meaning)와

이차적

의미

(secondary meaning)의 구분이 명확해진다.
To be used as a protectable mark, a “descriptive” term requires proof
of secondary meaning to be protected. Assuming such proof to be
sufficient, the word or symbol has two meanings: (1) its old, primary
descriptive meaning which existed prior to plaintiff's usage and (2) its
new, secondary, trademark meaning as identifying and distinguishing
only plaintiff's goods or services.
The only aspect of the mark which is given legal protection is that
penumbra or fringe of secondary meaning which surrounds the old
descriptive word. Plaintiff has no legal claim to an exclusive right in
the primary, descriptive usage of the mark. The only kind of use
plaintiff can prevent is use by others in a trademark sense such that
there is a likelihood of confusion by buyers. The world is still free to
use the word in its old, primary and descriptive sense, so long as such
use will not tend to confuse customers as to the source of goods or
services. Thus, when charged with the alleged

infringement of a

descriptive term that has secondary meaning, defendant may raise the
defense that it is not using the term as a mark, but merely as a
common descriptive adjective, and hence is not guilty of trademark
infringement or unfair competition.
The policies of free competition and free use of language dictate that
91) 대법원 1992. 5. 12. 선고 88후974,88후981,88후998 판결 참조.
92) 전효숙, 상표와 상품의 동일유사, 특허소송연구, 특허법원, 2000, 307면; 송영식, "약한 상표의 유사
범위", 민사판례연구(1), 한국사법행정학회, 1978, 339면.
93) 상표법 제51조 참조. 다만 우리판례는 제51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다른 견해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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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mark law cannot forbid the commercial use of terms in their
descriptive sense:
The principle is of great importance because it protects the right of
society at large to use words or images in their primary descriptive
sense, as against the claims of a trademark owner to exclusivity.94)
[번역]
보호받는 표장으로서 기술적인 용어는 보호받기 위해서 이차적 의미를 입증하여
야 한다. 그러한 [이차적 의미가 있다는 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가정하고, 그
단어나 심볼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된다. (a) 원고가 이미 이전부터 사용해왔
던 그 단어의 옛, 기본적인 기술적 의미 (2) 원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별하고
특징짓는 새로운, 이차적 의미이다.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장의 가치는 이전의
기술적인 단어를 둘러싸고 있는 이차적 의미라는 반그림자 내지 가장자리이다.
원고[상표권자]는 주되고 기술적인 표장의 사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배타적인 권
리를 가지지 않는다. 원고가 제한할 수 있는 사용은 구매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 다른 사람의 상표적 사용이다. 세상은 여전히 그 단어의 옛날, 주되고 기
술적인 의미를 사용할 자유가 있다. 다만 그러한 자유사용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에 대한 혼동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이차적 의미가 있는 기술적인 단어의
침해로 주장된 경우, 피고는 상표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기술적
⋅형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상표침해나 부정경쟁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자유경쟁과 단어의 자유사용이란, 정책은 상표법은 기술적인 의미로 어떤 단어
를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그 원칙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상표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
항하여 광의의 의미로 사회가 기술적인 의미로 단어나 이미지를 사용하는 권리
를 보호하기 때문이다.
‘우리은행’ 서비스표에 대해서 법원이 문자만으로는 본질적인 식별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은 타당한 결론이다. ‘우리’라는 의미는 소유의 의미로서 인칭대명사이므로 기술적인 의미95)
이거나, 간단하거나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는 경우96)이다.97) 따라서, 어떠
94) MCCARTHY § 11:45 (원문에서 각주표시 생략).
95)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96)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97) 만일,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항 제7호의 적용은 없다고 보인
다. 왜냐하면 제7호는 “제1호 내지 제6호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
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라고 규정하여, 제1호 내지 제6호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 예비적인 경우를
대비한 조항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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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하더라도 본질적인 식별력, 즉 주된 의미는 없다고 하여야 할 것
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도형 부분의 식별력으로 인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하여 식별력 있는 도형과 식별력 없는 문자의 결
합에 의하여 전체적인 식별력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은행’을 상표(서
비스표)로 사용함에는 아무런 부족이 없다. 그러나 대법원은 문자부분으로 이루어진 “우리
은행”의 경우에는 식별력이 없는 “우리”와 “은행”이 결합된 것으로, 그 결합에 의하여 새로
운 관념을 도출하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므로, 제6조 제1항 제7호의 ‘수
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으나,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은 취득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98)
식별력이 없는 경우에도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이 가능하다. 제6조 제2항에 의한 상표권을 인정하는 경우에 이는 이차적 의미에
의한 상표권이고, 여기에서 이차적 의미란 원심판결이 언급하는 바와 같이 소비자의 브랜드
인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우리은행을 특정은행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차적 의미는 법적인 의미와 사실상의 의미를 구분할 수 있다. 법적 의미의 이차적 의미
는 상표법에 의하여 식별력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도 사용에 의해서
이차적 의미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표법 제6조 제2항에 의해서 상표등록을 할 수 있다. 그
러나 식별력이 발생하더라도 상표법 제6조 제2항에 의해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상표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상 이차적 의미가 발생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사실상 이차적 의미가 발생하였지만 상표법상 등록할 수 없어 상표법에 의한 권리가 발생
하지 않는 상표라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서 보호될 수 있다. 예컨대, 일반명칭에 대해서
는 법적 의미의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사실상의 식별력은 인정될 수 있다.

(6) 결론 - “식별력” 또는 “인식”으로 변경 제안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원은 특별현저성과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같은 의미로 인식하여 혼용
하고 있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존재한다. 물론 같은 의미로 혼용하더라도 정확한 의미로 인
식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지만, 특별현저성을 주지의 의미로 이해한다는
데 잘못이 있다. 그러한 의미로 사용한다면 특별현저성과 사용에 의한 식별력은 같은 의미
98)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후33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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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니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것은 법원 쪽에도 존재한다. 예컨대,
삭제된 특별현저성의 본질에 관하여 외관구성설, 자타상품식별력설 및 독점적응
성설 등의 학설의 대립이 있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특별현저성과 식별력이
같은 개념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현행 상표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일부
대법원 판례가 상표의 성립요건으로서 특별현저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상표
로서의 성립에 특별현저성이 요구되는 듯한 판시를 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한 것
으로 보인다.
라고 지적하고 있다.99)
따라서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현저하게 인식된” 문구를 “식별력을 취득한” 또는 “현저하
게”의 삭제를 함이 바람직하다. 다만 후자는 일본법과 문구가 같아지게 될 뿐만 아니라 정
확한 의미는 식별력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므로 “식별력을 취득한”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천한
다.
만일 주지성 때문에 그러한 효력을 인정한다면,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있는 상표중에서 주
지, 저명한 상표도 같은 효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있는 상표중
에서 주지, 저명성을 취득한 상표도 제51조의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다. 일반명칭/관용명칭도 상표법 제6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1) 문제점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상표에 대하여도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하는
가에 관하여 판례와 견해가 대립하고 있어, 이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표법 제6조 제
2항은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할 수 있는 상표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기술적 표
장), 제4호(현저한 지리적 명칭), 제5호(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 및 제6호(간단하고 흔히 있
는 표장)의 경우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과거에도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
호의 상표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되어 있었다. 그
러나 제6조 제2항에 제6조 제1항 제4호의 상표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가질 수 있음을 명
시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했다.

99) 박정희, 使用에 依한 識別力 取得과 關聯된 몇 가지 爭點에 關한 考察, 특별법연구, 사법발전재단,
제9권(2011), 886-8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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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해의 대립
(가) 부정설(일반명칭/기술명칭에 대한 제6조 제2항 적용부정설)
상표법 제6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의 상표를 배제한 것은, 동종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익
적인 차원에서 절대적 부등록사유로 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사용주의를 취하는 미국의
통설과 판례이다.

(나) 긍정설
보통명칭이나 관용상표도 사용에 의하여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취득하면 더 이상 상품의 보
통명칭이나 관용상표라고 일컬을 수가 없으므로, 명시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다는 견해가
있다.100) 이 견해는 일본의 일부 견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상표법은 보통명칭
이나 관용상표를 절대적 부등록사유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보통명칭이나 관용상표가
특별현저성을 취득하여 상표화한 경우에는 더 이상 보통명칭이나 관용상표가 아니어서, 상
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상표가 아니므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고, 상표법 제
6조 제2항은 이런 경우까지 부정하고 있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라고 보인다고 하는 견해까
지 등장하고 있다.101)

(3) 법원의 입장
법원의 입장은 아직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 특허법원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취득을 부
인하기도 하지만 이를 인정하는 하는 경우도 있어 아직 명확히 정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
는다.
특허법원 1999. 7. 8. 선고 98허185 판결은, 상품의 보통명칭 내지 관용표장이 되는 경우에
는 상표법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하
여 부정하는 입장이다.
상품의 보통명칭 내지 관용표장이 되는 경우에는,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에서

100) 이동흡, 상표의 특별현저성, 재판자료 제57집, 법원도서관, 1992, 77면 이하 ; 송영식 외 2인 공저,
「지적소유권법(하)」, 육법사, 2001, 119면 주 79).
101) 김대원, 사용에 의한 식별력 판단기준과 이에 의해 등록된 상표권의 효력- 상표법 제6조 제2항 관
련-, 창작과 권리, 제28호(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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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초코파이”
표장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위에서 본
바와 같이 “초코파이” 표장이 단순히 상품의 성질을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에 해
당될 뿐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사용에 의한 식별
력을 취득할 요지가 있었으나, “초코파이” 표장이 해당 상품의 제조업자들에 의
하여 자유롭게 사용되고 원고도 20여년에 걸쳐 “초코파이” 표장의 독점적 사용
에 대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음으로써, 상표가 희석화되어 해당 상품의
보통명칭 내지 관용표장이 되어 버렸다 할 것이다).102)
이에 반하여, 특허법원 2000. 8. 11. 선고 99허9861 판결은 상품의 보통명칭도 상표법 제
6조 제2항에서 열거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일정한 경우에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하여 긍정하는 입장이다.
인용상표의 “SHIPPING GAZETTE” 부분이 상품의 보통명칭이라거나, 또는 상
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품의 효능 또는 용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인용상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다년간의 사용을 통하여 거래계에서
피고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히 인식됨에 따라 이른바 사용에 의한 식
별력을 취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상품의 보통명칭도 상표법 제6조
제2항에 열거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일정한 경우에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인용상표가 식별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103)
그러나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대상이 명시적으로 쟁점이 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지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문제되어 판시한 사건은 있다. 동 사건에서
대법원은 일반명칭 그 자체로는 상표적격성을 부인하는 취지의 판례가 있다.
1. 상품의 보통명칭이라 함은 상품의 일반적 명칭으로서 그 지정상품을 취급하
는 거래계에서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 있는 일
반적인 명칭, 약칭, 속칭 등으로서 특정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이라고 인식되
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후594 판결, 2002. 11.
26. 선고 2001후2283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채권자가 커피추출액과 우유를 혼합한 커피음료상품에
102) 특허법원 1999. 7. 8. 선고 98허185 판결. (희석화라는 용어는 아마도 일반명칭화에 대한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103) 특허법원 2000. 8. 11. 선고 99허98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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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하여 사용한 "Cafe Latte"와 "카페라떼"라는 표장은 이탈리아식 에스프레소
커피에 우유를 넣은 커피의 한 종류를 의미하는 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2. 상품의 보통명칭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으므로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
용하는 방법이 아니고 보통명칭을 조합하거나 그 글자체 등에 특수한 기교가
더하여지고 그것이 특정인에 의하여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거래계에서 어떤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식별력을 갖추게 된 때에 한하여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다음부터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에 정하여진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한다.104)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은 상표법과 그 법익이나 법리가 다르므로, 상표적격성과 별개로 일
반명칭상표라도 혼동발생가능성이 있으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되어, 상표법에 유추할 것
은 아니다. 왜냐하면, 상표법은 법적 식별력(de jure distinctiveness)을 요구하는 반면에,
부정경쟁방지법은 사실상의 식별력(de facto distinctiveness) 만 있으면 족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상표법 제6조 제2항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즉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므로, 어떤
표장이 그 사용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그 자체의 관념이나 지정상품과의 관계 등
만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에는 특별현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출원인
이 그 표장을 사용한 결과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그 표장이 누구의 업무에 관
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그 표장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상표등록을 받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같은
조 제2항에 같은 조 제1항 제7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
리 볼 것은 아니다.105)
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후속 판례에서 지속적으로 따르고 있다.106) 본 판결은 상표
법 제6조 제2항에서 동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상표로서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제1
104) 대법원 2003. 8. 19. 자 2002마3845 결정.
105)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후2863 판결.
106)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후3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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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제6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즉, 본 판결에 의해서 제6조 제1항이나 제2항에 규정된 일반명칭이나 관용명칭상표도
제6조 제2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올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4) 결론
일반명칭과 관용명칭은 일반 공중의 재산(public property)으로서 상표권의 대상이 되지 않
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보통명칭이나 관용상표는 절대적 부등록사유에 해당하지만, 보통
명칭이나 관용상표가 특별현저성을 취득하여 상표화한 경우에는 더 이상 보통명칭이나 관용
상표가 아니라는 견해는 궤변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논리는 제6조 제2항에서 사용
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하는 표장(상표법 제6조 제1항 3호내지 6호)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
문이다. 그렇다면, 상표법 제6조 제1항 3호내지 6호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도 식별력이 발생
하면 더 이상 기술명칭 등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음은 물
론이다. 물론 긍정하는 견해들은 일본의 견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명칭이나 관용명칭은 인류의 공유재산으로서 공물(公物)(행정재산)과 같은 것이다. 공물
은 그 특수한 성질상 시효취득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공용폐지가 되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인이 공물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공물이 마치 공
공의 목적에 제공하는 것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공용폐지
와 같은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공물을 공공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정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의사는 아직 그 효력을 보유하는 것이며, 그 물건을 사인의 점유에 속해있
는 동안에도 계속하여 공물인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따라서 사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그의 공물인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107) 우리나라 국유재산법은 행정재산108)은 민법
제245조의 시효취득대상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109)
107) 김대원, 公物의 時效取得, 광주지법 재판실무연구, 1996, 89-90면.
108) 국유재산법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3.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109) 국유재산법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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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명칭이나 관용명칭도 공공의 사용에 복종하는 것이므로, 공용재산이나 공공용재산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공용재산이나 공공용재산과 같은 행정재산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일반명칭이나 관용명칭도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
6조 제2항에 의한 상표등록을 허용하여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물
론 상표등록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독점권도 일반의 사용과 병존하는 것이지만, 일
반명칭이나 관용명칭에 대하여 독점을 허용할 수 없다.
미국 상표법도 일반명칭이나 관용명칭에 대해서 이차적 의미발생에 의한 상표등록을 허용
하지 않고 있다함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다.110) 이 경우에 미국은 사실상 식별력이라고 하
여 부정경쟁행위로 보호한다. 상표법상의 상표로서의 보호는 아니다.

수익하지 못한다.
②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10) TMEP §1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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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상표의 사용과 손해배상
1. 현행 상표법
제65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
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③ 제1항에 따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
(이 법에 따른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신청에 따라 임시로 침해행위의 금지, 침
해행위에 사용된 물건 등의 압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12.2>
제67조(손해액의 추정등)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 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상품을 양도한 때에는 그 상품의 양도수량에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상품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
한 금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액은 상표권자 또
는 전용사용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상품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상품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
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당해 침해행
위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침해행위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
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 <신설 2001.2.3>
②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③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
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손해의 액이 동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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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수 있다.
<개정 2001.2.3>
⑤ 법원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
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
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01.2.3>
제67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
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
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제67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
구하는 대신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
다.
② 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침해행위에 대하여 제67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2. 개정 제시 1안
제65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
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③ 제1항에 따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
(이 법에 따른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신청에 따라 임시로 침해행위의 금지, 침
해행위에 사용된 물건 등의 압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12.2>
④ 금지청구권은 상표를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다. (본조라고 하는 경우
에는 민법상의 물권적 청구권행사가 가능한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본조의 청구권 대신 금지청
구권으로 규정함)
제67조(손해액의 추정등)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 사용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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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상품을 양도한 때에는 그 상품의 양도수량에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상품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
한 금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액은 상표권자 또
는 전용사용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상품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상품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
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당해 침해행
위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침해행위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
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 <신설 2001.2.3>
②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③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
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손해의 액이 동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
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수 있다.
<개정 2001.2.3>
⑤ 법원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
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
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01.2.3>
제67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
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
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제67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
구하는 대신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
다.
② 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침해행위에 대하여 제67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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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정 제시 2안
제65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
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
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③ 제1항에 따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
(이 법에 따른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신청에 따라 임시로 침해행위의 금지, 침
해행위에 사용된 물건 등의 압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12.2>
제67조(손해액의 추정등)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 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상품을 양도한 때에는 그 상품의 양도수량에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상품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
한 금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액은 상표권자 또
는 전용사용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상품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상품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
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당해 침해행
위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침해행위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
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 <신설 2001.2.3>
②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③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
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손해의 액이 동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
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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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1.2.3>
⑤ 법원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
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
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01.2.3>
제67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
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
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제67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
구하는 대신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
다.
② 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침해행위에 대하여 제67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제67조의3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제50조 규정에 의한 등록
상표의 사용을 하지 않는 한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게 금지청구 또는 손
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4. 취지
가. 1안
현행 법리상 대법원은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손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현재의 상
태로 유지하는 방법이다.(무수정) 현행법상으로도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
상을 청구하는 경우” 라고 되어 있어, 실제 손해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가 반영되어 있다.
즉, “자기가 받은 손해”는 실제 손해를 의미하는 것이고, 실제 손해는 상표 사용에 대한 손
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상표사용이 없는 경우에는 손해도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다62910 판결, 부정경쟁방지법도 같은 취지임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22722 판결) 또한 상표사용이 없는 경우에는 상표 사용료를 받도록 한 제3항에 의
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175 판결) 오히
려, 상표사용없이 손해배상 청구하는 경우, 권리남용이라는 일본 판결도 있다.(동경지재,
1999. 4. 28 판결, 우이루스바스타 사건) 따라서, 현행 상표법 규정을 유지하더라도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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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표사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상표사용사실이 없는 경우
에, 금지청구권의 행사도 권리남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진한커피 사건- 대법원ﾠ2007.1.25.ﾠ
선고ﾠ2005다67223ﾠ판결111))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다40461,40478 판결)112)

나. 2안
제2안은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표를 사용할 것을 명시하는 것이다.
다만, 손해의 요건은 민법 규정에 의하게 되므로, 상표법에 명시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또한
제67조 손해액의 추정 규정이나 제68조 법정손해배상액의 규정에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으로
상표사용을 명시하는 것은 법 체계상 문제가 있으므로, 법조문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별개의
법조문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5. 해설
가. 서
1990. 1. 13. 상표법의 개정이전에는 제37조 제1항에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1990년 상표법 개정으로 인하여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

111) 대법원ﾠ2007.1.25.ﾠ선고ﾠ2005다67223ﾠ판결.
시리즈 편집음반의 “

”라는 제명이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서 기능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위 제명의 선사용자인 음반제작·판매자의 동의나 허락없이 “

”와 같이 구

성된 등록상표를 출원·등록한 다음 그 상표권에 기하여 위 음반제작·판매자가 ‘진한커피’ 제명을 사
용하여 출시한 음반의 제작·판매 금지 등을 구하는 것은 신청인이 위 음반제작·판매자의 자본과 노
력 등에 의하여 획득되어 ‘진한커피’ 제명에 화체된 신용 등에 편승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위
등록상표를 출원·등록한 것을 기화로 오히려 그 신용 등의 정당한 귀속 주체인 위 음반제작·판매자
로부터 그 신용 등을 빼앗아 자신의 독점하에 두려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상표권 행사는 상표제도
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고, 비록 상표권의 행사라는 외형
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112)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다40461,40478 판결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장을 오피스 소프트웨어에
사용하리라는 것을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전에 알고 있었
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영업을 한 바 없고 그와 같은 영업을 할 것
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가 원고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장을 계속 사용하여 왔음에도
곧바로 이를 문제로 삼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장을 사용한 원고들의 영업활동
이 활발해진 시점에서 이를 문제로 삼고, 상당한 돈을 양도대가로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등록상표권의 행사는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와 수요자의 이익보
호를 목적으로 하는 상표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공정한 경쟁질서와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
는 것이어서 비록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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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배상청구권 규정이 삭제되었다. 다만, 상표법에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규정
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표권에 대한 침해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50조
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됨에는 아무런 의문이 없다.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
용되므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의 일반원칙에 따라, i)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상표권의 침해행위, ii) 상표권의 침해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iii) 손해의 발생 및
iv) 위법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또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손해배상
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상표법 제67조에서 손해배상액의
추정규정을 두어 손해액에 대한 입증책임을 경감시켰다. 다만, 제67조는 손해가 발생한 경
우에 손해액의 추정규정일 뿐,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손해발생을 추정하는 것은
아니다.113) 본 규정은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규
정에 대한 상표법상의 특칙이라고 할 것이다.

나. 연혁적 고찰
1949. 11. 28. 제정된 상표법 제30조 제3항에서는 “법원은 증명된 손해액을 근거로 적당
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으나 그 전액은 손해액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손해액의 산정
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그리고 1973. 2. 8. 전문개정에 의하여 제37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서 현행법 제67조 제2항, 제3항, 제5항과 유사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1980. 12. 31. 일부개
정과 1990. 1. 13. 전문 개정하여, 현행법 제67조 제2항 내지 제4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
하였고, 2001. 2. 3. 일부개정하면서 현행법 제67조 제1항과 제5항의 규정을 신설하여, 현
행법과 같은 규정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상표법 [시행 1949.11.28] [법률 제71호, 1949.11.28, 제정]
제30조
① 권리침해를 받은 등록상표권리인은 침해인이 그 상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었을 경우에
한하여 침해행위에 의한 침해인의 이득과 권리인의 손실 또는 대리인의 보수에 대하여 그 배상
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27조에 의한 등록표시가 있으면 침해인은 그 상표가 이미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
정한다.
113)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다629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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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원은 증명된 손해액을 근거로 적당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으나 그 전액은 손해액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④ 법원은 등록상표권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대신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상품 또
는 영업의 신용을 회복시키는 적당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상표법 [시행 1974.1.1] [법률 제2506호, 1973.2.8, 전부개정]
제37조 (손해배상의 청구) ① 상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표권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 그 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았
을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은 상표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③ 상표권자는 그 등록상표의 사용에 의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항의
손해액에 첨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증명된 손해액을 근거로 적당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으나 그 전액은 손해액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상표법 1990. 1.13. 전문개정 법률 4210호
제67조 (손해액의 추정 등)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
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손해의 액이 동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
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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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01. 2. 3. 일부개정 법률 6414호
제67조 (손해액의 추정등)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 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침해한 자가 그 침해
행위를 하게 한 상품을 양도한 때에는 그 상품의 양도수량에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상품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액은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상품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상품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
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당해 침해행위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
었던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침해행위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뻬야
한다.〈신설 2001. 2. 3.〉
②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③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
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손해의 액이 동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
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수 있다.
〈개정 2001. 2. 3.〉
⑤ 법원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
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
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01. 2. 3.〉

다. 상표의 사용과 상표침해에 대한 구제 (손해배상과 금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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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법상 상표의 본질과 보호대상 - 신용(goodwill)
미국법상의 상표 사용주의 원칙하에서는 상표사용에 의하여 상표에 대한 신용(goodwil
l)114)이 형성되고, 상표에 대한 침해는 상표에 대한 신용(goodwill)에 대한 침해로 인식하기
때문에, 상표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표에 대한 침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청
구권도 인정하지 않는다. 물론 상표사용이 없으면 그 상표는 아무런 재산적 효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재산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금지청구권도 인정하지 않는다.
신용(goodwill)은 상표보호에 있어서 핵심개념이다. 신용이 없는 상표는 상표보호대상이 되
지 못한다. 신용은 브랜드 그 자체의 신뢰성(reliability)과 좋은 품질(high quality) 등 특정
한 브랜드에 관하여 소비자가 가지는 긍정적인 정보(positive information)를 나타내는 브
랜드신용(brand goodwill), 소비자들이 특정 브랜드를 좋아하는 경우, 그들이 그 특정 브랜
드를 소유하는 회사에 긍정적인 평가를 그 회사의 다른 제품들까지 일반화시키는 회사신용
(firm goodwill)과 상표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내재적신용(inherent good)으로 분류된
다.115) 브랜드신신용이 가장 작은 개념이고 내재적 신용이 가장 큰 개념이다
상표에 대한 재산권적 접근은 재산권의 목적으로 신용개념을 필요로 했다. Partridge v.
Menck 사건116)에서 법원은 타인의 상표를 모방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고 상표사용자의
신용(goodwill)을 약탈(pirate)하는 것이라고 하여 피고의 소비자 기만과 원고가 축적한 신
용(goodwill)의 약탈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은, 상표권자가 당해
상표에 갖는 영업상의 신용(goodwill)과 관련한 것이다. 거래가 지속되는 경우에 그 거래되
는 상품의 상표에 대하여 고객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이 경우 상표권자는 그
상표에 대하여 소비자의 신용이라는 일정한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상인(seller)에게 상표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의 상표를 통하여 소비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자신의 상품을 구입하도
록 하는 것이다. 즉, 제조업자와 상인의 고객흡입력을 상표를 통하여 높이는 것이다.117)
Prestonettes, Inc. v. Coty 사건118)에서 미국연방대법원의 Holmes 대법관은 상표는 상표
를 채택했다는 것만이 아니라 사용을 통하여 보호받을 가치가 발생하게 되고 상표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 단지 상표의 사용에 의하여 형성되는 신용(goodwill)을 보호하여 소비자의
114) goodwill은 우리법상으로 “고객흡인력”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115) Robert G. Bone, Hunting Goodwill : A History Of The Concept Of Goodwill In Trademark
Law 86 B. U. L. Rev. 547, 551 (June. 2006).
116) Partridge v. Menck, 5 N.Y. Leg. Obs. 94 (N.Y. Ch. 1847).
117) 신용은 상표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그 상표의 고객흡입력을 나타내는 용어로 “고객의 호의적인
태도와 후원관계”라고 정의된다. 윤선희, 상표법, 법문사. 2007. 161면 (2007).
118) Prestonettes, Inc. v. Coty, 264 U.S. 359 (1924). Restatement (Third) of Unfair
Competition § 14, cmt. a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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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상표는 표장이나 단어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아
니다. 즉 상표는 상품의 출처뿐만 아니라 상표에 의하여 형성된 신용(goodwill)에 대한 소비
자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소비자와 지속적인 거래는 상표
로 하여금 저절로 그 상표가 지니는 힘과 영향력을 가지도록 한다. 이러한 영향력은 소비자
로 하여금 특정의 상표를 다른 상표와 구분하도록 하고, 소비자의 반복적인 구매를 가능하
게 한다.119)
1860년 이전에는 상품거래가 지역적인 기반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용도 특정
인이나 특정한 거래에 형성되었다.120) 그러나 1860년부터 1920년 사이에 상거래는 전국적
인 광고와 상품거래가 가능했던 우편판매를 기반으로 매우 확장되었고, 이러한 거래는 상표
에 의존하게 되었다.121) 또한 192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광고기법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하여 기업들은 광고에 의하여 회사의 신용을 형성하고 조절할 수 있었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까지의 대부분의 판결들은 상표권침해에 직접적인 경쟁적인 제
품(competing products)에 대한 출처혼동행위(passing off)로 부터 보호하였다.122) 그러나
20세기를 접어 들면서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1898년 Eastman Photographic Material
Co. v. John Griffith Corp. 사건123)에서 영국 법원은 자전거에 KODAK이라는 상표를 사
용하더라도 소비자가 혼동을 할 것 같지는 않지만 원래의 KODAK 상표의 가치를 희석화시
키는 경우에는 소비자나 KODAK 상표의 소유자인 Eastman 회사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이
라고 판단하였다. 1917년 Aunt Jemima Mills Co. v. Rigney & Co. 사건124)에서 미국의
제2연방순회법원은 밀가루 상표에 대한 “Aunt Jemima”를 시럽에 사용하는 경우에 상표침
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유사상품이라고 하여 비경쟁상품 사이에서도 상표침해가능성을 인정하
였다(“Aunt Jemima doctrine”). 상표권의 확장은 주로 후원관계의 혼동(sponsorship
confusion), 명성에 대한 손상(reputation injury), 미래시장의 상실(foreclosure of a
future market), 희석(dilution) 그리고 부정취득(misappropriation)을 개념의 도입에 의하
여 이루어졌다.
119) Grover C. Grismore, The Assignment of Trade Marks and Trade Names, 30 Mich. L.
Rev. 489, 492 (1931-1932).
120) Robert G. Bone, Hunting Goodwill : A History Of The Concept Of Goodwill In Trademark
Law 86 B. U. L. Rev. 547, 575-76 (June. 2006).
121) Pamela Walker Laird, Advertising Progress : American Business and the Rise of
Consumer Marketing, 27-29 (1998).
122) Harold F. Baker, The Monopoly Concept of Trade-Marks and Trade-Names and “Free
Ride” Theory of Unfair Competition, 17 Geo. Wash. L. Rev. 112, 112-13 (1948).
123) Eastman Photographic Material Co. v. John Griffith Corp. (Eastman Kodak Co. v. Kodak
Cycle Co., 15 R.P.C. 105(Ch. D. 1898).
124) Aunt Jemima Mills Co. v. Rigney & Co., 247 F. 407 (2nd Cir.1917) cert. denied, 245 U.S.
672, 38 S.Ct. 222, 62 L.Ed. 54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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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일상품에 대하여 소비자들은 단지 유명상표가 부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에 존재하는 강한 상표는 신생기업의 그 시장진
입을 어렵게 하여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최종적으로 상품의 소비자에게 돌
아가게 되어 상표권의 확장에 대하여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125) 1940년대와 1950년대에 점
차적으로 상표독점과 브랜드충성도가 반경쟁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
고, Leaned Hand 판사와 연방대법관 Jerome Frank로 대표되는 상표의 반경쟁적 효과를
우려하는 견해들은 구체적인 경제적 손해(concrete economic harm)가 발생한 경우에 상
표침해에 대한 구제를 인정하고자 했다.126) 일부의 법원과 학자들은 상표권은 상품광고에
대한 투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광고를 보호한다면 소비자의 상품선택을 왜
곡할 수 있고, 결국 경쟁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127)
1980년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표보호는 강화되었지만, 그 기반은 변경이 되어 신용
(goodwill)에 의존하고 있다. 희석화 이론이나 구입전 혼동(pre-purchase confusion), 구
입후 혼동(post-purchase confusion) 모두 신용침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128)

상표법은 단어나 표장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므로 표장 그 자체를 재산권으로 인정할 수 없
었다.129) 또한 초기에는 금지명령이 직접적이고 경쟁적인 사용을 금하는 제한된 지역에 대
한 것이었기 때문에, 재산권의 절대성이나 배타성과 일치하지 않았다.130) 그리하여 표장
(marks)은 하나의 도구이고131) 상표권의 목적이 표장(marks)이 지닌 신용(goodwill)이라고
125) Mark A. Lemley, The Modern Lanham Act and the Death of Common Sense, 108 Yale
L. J. 1687 (1999); Robert N. Klieger, Trademark Dilution: The Whittling Away of the
Rational Basis for Trademark Protection, 58 U. Pitt. L. Rev. 789 (1997); Kenneth L. Port,
The “Unnatural” Expansion of Trademark Rights: Is a Federal Dilution Statute Necessary?
18 Seton Hall Legis. J. 43 (1994).
126) National Fruit Product Co. v. Dwinell-Wright Co., 47 F. Supp. 499, 506-07 (D. Mass.
1942). Robert G. Bone, Hunting Goodwill : A History Of The Concept Of Goodwill In
Trademark Law 86 B. U. L. Rev. 547, 599 (June. 2006).
127) S.C. Johnson & Son, Inc. v. Johnson, 116 F.2d 427, 429 (2d Cir. 1940). Smith v. Chanel,
Inc. 402 F.2d 562, 567 (9th Cir. 1968). “To the extent that advertising of this type
succeeds, it is suggested, the trademark is endowed with sales appeal independent of the
quality or price of the product to which it is attached; economically irrational elements
are introduced into consumer choices; and the trademark owner is insulated from the
normal pressures of price and quality competition. In consequence the competitive
system fails to perform its function of allocating available resources efficiently.” Id.
128) Robert G. Bone, Hunting Goodwill : A History Of The Concept Of Goodwill In Trademark
Law 86 B. U. L. Rev. 547, 603-04.
129) Trade-Mark Cases, 100 U.S. 82, 94 (1879).
130) Kidd v. Johnson, 100 U.S. 617, 619 (1879).
131) Rosenberg Bros. & Co. v. Elliott, 7 F.2d 962, 965 (3d Cir. 1925). 상표는 순전히 신용(good
will)을 보호하는 것으로 취급된다. 그리고 상표는 존재하는 사업과 관련 없이 재산권의 대상이 아니
다. : Hilson Co. v. Foster, 80 F. 896, 897 (S.D.N.Y. 1897). 제조업자의 상품이 현명하고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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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게 되었다.132) 따라서 상표보호에 있어서 신용과 표장은 분리할 수 없는 관계이다.
20세기에는 상표권의 목적은 신용(goodwill)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로 수용되었다.133)
상표나 자산의 이전과 동시에 신용도 이전하여야 했다. 상표를 신용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면 원래 양수한 상표가 사용되던 상품의 품질과 동일한 상품에 양수한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표의 양도 전후의 상품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혼동이 발생하기 때문이
다.134) 신용(goodwill)은 유체물에 종속(appurtenant)된 것을 의미했으므로 유체물의 양도
나 이전 없이 신용만의 양도는 불가능하였다.135) 그러나 신용(goodwill)은 유체물에 종속한
다는 개념은 Metropolitan National Bank of New York v. St. Louis Dispatch Co. 사
건136)에서 변경이 되었다.137) 위 사건은 미조리주 세인트 루이스(St. Louis)에 소재한 두 신
문사가 합병을 하였는데, 미국대법원은 신용(goodwill)은 유체물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영업장소(place of business)가 아닌 상호(trade name)에 있으므로, 합병으로 소멸된 신문
사의 신용(goodwill)이 새로운 회사에 이전된다고 하였다. Washburn v. National
Wallpaper Co. 사건138)에서, 법원은 신용(goodwill)은 유체물에 종속된 것이 아니므로 영
업장소를 이전하더라도 새로운 영업장소에 신용(goodwill)이 이전될 수 있다고 했다.139) 초
기에 신용은 유형의 자산에 부착된 것으로 이해했으나,140) 점차 무형의 자산인 상표에도 부
착된 것으로 이해하였다.141)
인 광고로 유명하게 된다면, 신용(goodwill)은 보호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132) Hanover Star Milling Co. v. Metcalf, 240 U.S. 403, 413 (1916).
133) Hopkins, supra note 23, §14, 26. 상표의 기능은 특정한 거래자의 제품으로서 상품을 지정하기
위한 것이고, 그의 신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134) PepsiCo, Inc. v. Grapette Co., 416 F.2d 285, 287-88 (8th Cir. 1969). 상표양도의 원칙에 내
재되어 있는 것은 소비자기만의 보호를 인정하는 것이다. ; Glow Indus. v. Lopez, 273 F. Supp.
2d 1095, 1107 (C.D. Cal. 2003). 소비자 혼동이나 기만을 피하기 위하여, 신용은 표장에 의하여 상
징화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표양도에 수반되어야 한다.
135) 블랙스톤의 절대적 재산법론은 예외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19세기 초까지 유지되었다. 블랙스톤
은 재산권이란 외부의 물체에 대하여 절대적인 지배권(“that sole and despotic dominion which
one man claims and exercises over the external things of the world, in total exclusion of
the right of any other individual in the universe”)이라고 하였다. 커먼로는 제한적인 재산권을
인정하여 블랙스톤의 견해와 달랐는데, 블랙스톤은 재산권이 유체물에 관련된 경우에 본질적 한계(예
컨대 ferae naturae (Of a wild nature))가 있다고 하여 커먼로상의 제한적 재산권을 설명하였다.
Blackstone에 관해서는 Robert D. Stacey, Sir William Blackstone and the Common Law
(2000) 참조.
136) Metropolitan National Bank of New York v. St. Louis Dispatch Co., 149 U.S. 436 (1893).
137) 가치에 대하여 독립하여 재산권을 인정한 것은 Wetherbee v. Green, 22 Mich. 311 (1871) 사건
이다.
138) Washburn v. National Wallpaper Co, 81 F. 17 (2nd Cir. 1897).
139) Brett v. Ebel, 29 A.D. 256, 258-59 (N.Y. App. Div. 1898). 재산권은 물리적인 것이 아닌 신용
속에 존재한다.
140) American Steel Foundries v. Robertson, 269 U.S 372 (1926); Pepsi Co, Inc. v. Grapette
Co., 416 F.2d 285 (8th Cir. 1969) (Peppy라는 상표를 이전하면서 이에 대한 자산(asset)을 동시에
이전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효라고 한다).
141) Restatement도 전통적으로 신용(goodwill)은 물리적인 재산에 종속하는 것이었지만, 현재는 물리
적인 재산으로 분리되어 양도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Restatement (third) of Unf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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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표권의 이전은 허용되지 않았다. 상표권의 이전은 상품의 출처를 변동시키는 것이
므로 소비자의 신용에 대한 혼동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점차 상표를 이전하더라도
신용이 유지될 수 있다면 소비자에게는 혼동이 발생하지 않는 한 양도가 허용될 수 있다는
법리가 형성되었다.142) 즉 신용과 함께 표장이 양도된다면 그 표장을 누가 사용하든 종전과
동일한 품질을 표시한다고 생각하는 합리적인 소비자를 혼동으로부터 방지할 수 있기 때문
이다.143) 따라서 상표권의 이전은 상표권에 부속된 신용(goodwill)의 이전과 함께 하여야 한다.
신용(goodwill)과 함께 이전하지 않는 상표의 양도는 유효하지 않다. 상표는 신용과 함께 존재하
는 것이기 때문이다.144) 랜햄법도 상표양도시에 신용도 양도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145)
우리나라 상표법은 “상표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유사한 등록상표가 각각 다른 상표권자에게
속하게 되고 그 중 1인이 자기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부정경쟁
을 목적으로 자기의 등록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
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에는 상표취소사유로 하고 있다.146)
본 조항은 상표의 이전시에 상품의 품질이 유지되도록 하여 이전되는 상표에 부착되어 있는
신용이 유지되도록 요구한 조항이다. 다만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신
용유지는 상표의 이전시에 객관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요건이므로 부정경쟁의 목적이라는
주관적인 요건을 요구한 것은 상표법리에 맞지 않는다. 부정경쟁의 목적에 관계없이 상표의
이전시에 상표의 신용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상표의 이전시에 상표에 부착된 신용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법리는 상표라이선스에서 품질
보증(quality control)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상표법 조항에도 나타나 있다.147) 우리 상표
법은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 다만, 상표권자가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그
Competition § 34 comment (b).
142) Money Store v. Harriscorp Fin., Inc., 689 F.2d 666, 678 (7th Cir. 1982). (양수인이 양도인
의 서비스업과 전혀 다른 서비스업(different service)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서비스표 양도는 유효하
다.).
143) Marshak v. Green, 746 F.2d 927, 929 (2d Cir. 1984). 상표는 신용의 상징이므로 상표는 상표
가 상징하는 신용과 분리하여 양도될 수 없다.).
144) Marshak v. Green, 746 F.2d 927, 929 (2d Cir. 1984). Mister Donut of Am. v. Mr. Donut,
Inc., 418 F.2d 838, 842 (9th Cir. 1969). (상표만으로 권리가 형성될 수 없다는 것은 확립된 원칙
이다. 따라서 표장이 상징하는 사업과 분리하여 어떤 권리도 양도될 수 없다.).
145) 15 U.S.C. §1060(a)(1) “A registered mark or a mark for which an application to register
has been filed shall be assignable with the good will of the business in which the mark is
used,...”
146)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9호.
147) 상표법 제72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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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품질보증(quality control)은 상표의 이용허락의 경우
에 상표소유자는 상표의 사용자(licensee)의 상품의 질과 성질에 대한 충분한 통제를 하여
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이선스에 의해서 라이선시가 상품을 생산하더라도 상품의 품질을
유지시켜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상품에 대한 신뢰(goodwill)를 보호하고자 한 것이다.148)
우리나라 최초의 상표법은 “상표는 그 등록여부를 불문하고 영업과 가치하지 아니하면 이
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다.149) 본 조항은 최초의 상표법이 사용주의를 취하고 있었
으므로,150) 그에 따라 당연한 법리로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파리조약은 상표의 양도시에 신용의 이전도 수반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충실하다. 파리조약
은 “조약가맹국의 법에 따라서, 표장의 양도는 표장이 속하는 영업(business) 또는 신용
(goodwill)의 이전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그리고 그 타당성의 인정은 양도
된 표장을 가지는 상품을 어느 나라에서 제조할 수 있는 또는 팔 수 있는 독점적 권리와 함
께, 같은 나라에 있는 사업 또는 신용의 부분(portion of the business or goodwill)이 양
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로 충분하다.” 규정하고 있다.151) 상표의 양도가능성은 인정하지만,
양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상표의 신용이나 그 상표가 사용되는 영업이 같이 이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후문은 상표독립의 원칙에 따라 개별적 국가에서 상표양도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TRIPs 협정은 “가맹국들은 상표양도의 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데, 이것은 등
록상표소유자가 상표가 속하는 사업의 이전과 함께 혹은 이전 없이(with or without the
transfer of the business), 그의 상표를 이전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어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152) 영업의 이전 없이 상표만을 이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신용의
이전은 수반되어야 한다.153) 왜냐하면, 신용의 이전(the transfer of goodwill)에 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파리협약 제6조의4(1)의 규정이 적용되기 때
문이다.154)

(2) 출원주의와 상표의 사용 및 신용(goodwill)

148) Kentucky Fried Chicken Corp. v. Diversified Packaging Corp., 549 F.2d 368 (5th Cir.
1977).
149) 상표법 [시행 1949.11.28] [법률 제71호, 1949.11.28, 제정].
150) 상표법 제3조 [시행 1949.11.28] [법률 제71호, 1949.11.28, 제정] 참조.
151) 파리조약 제6조(Article 6).
152) TRIPs협정 제21조.
153) 상표법조약 제11조 제4항 제4호는 “권리자가 영업 또는 관련신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권리자에
게 양도한 취지의 표시 및 그 증거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상표법 조약이 절
차통일화에 관한 조약이므로 상표실체법상의 원칙을 변경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154) 특허청, WTO TRIPS 협정 조문별 해설, 11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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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상표법과 같은 출원주의 원칙하에서는 상표의 사용이 아닌 등록에 의해서 상표권이 발
생하기 때문에,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상표를 등록만 한 경우에 상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금지청구권(상표법 제65조)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우리의 학설은 이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그 근거를 제시한 견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일
본의 경우에는 우리 상표법 제67조의 손해배상추정에 관한 규정을 간주규정으로 보아 손해
발생사실을 의제하여 손해액의 추정규정을 둔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155) 우리의 학
설은 상표법 제67조 제3항을 손해배상액의 추정규정으로 해석하여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액
에 대한 반증의 제출을 허용하고, 침해자가 권리자에게 손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통설적인 견해이다.
우리 대법원은 상표사용없는 상표를 침해한 것에 대한 구제를 부인한다. 오히려 상표사용
없는 권리행사를 권리남용으로 보고 있다. 결국 상표사용이 없는 경우에 손해를 부인할 것
을 상표법에 반영할 지는, 입법으로 해결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 상표법상 goodwill 개념을 전제로 한 조항이 많다.(상표소멸 후 1년 출원금지조항(제7조
제1항 제8호), 통상/전용사용권자의 혼동적 사용에 의한 상표취소규정(제73조 제1항 제8
호), 양도시 goodwill 유지조항(제73조 제1항 제9호) 등) goodwill 개념은 이미 우리법이 존
재하는 개념이므로 그 법리를 법에 도입하여 그 취지를 명확히 하는 것은, 오히려 법의 취
지와 그 해석에 대한 명확성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권장할 만한 것이라 하겠다. 이하 법리를
구체적으로 본다.

(3) 우리법하에서의 상표의 사용과 상표침해에 대한 구제
(가) 사용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155) 우리나라에서는 상표법에 대해서 간주규정으로 보는 견해는 없지만,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는 특허
법이나 저작권법에 대해서는 간주규정으로 보는 견해들이 있다. 즉 특허법 128조 3항에 대한 해석으
로는 이른바 최저배상액의 법정이라고 하여 권리자의 손해발생 여부를 묻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다
수설이다. (송영식 외 5인, 지적소유권법(상) 제9판(2005), 477면; 정희장, 특허권 등 침해로 인한 손
해배상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재판자료 제56집(1992), 428면; 이상경, 지적재산권소송법(1998),
309면; 비교특허판례연구회 역, 특허판례백선 제3판(2005), 589-590면) 이에 대해서 손해의 발생까지
의제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손해액계산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수의 견해가 있을
뿐이다. (전효숙,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저스티스 제30권 제1호(1997), 31면; 권택수, "특허
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11권(2002), 568면; 죽전임, 지적재산권침해요론[특
허·의장·상표편 제4판], (일본) 발명협회(2003), 366면). 저작권법의 경우에는 구 저작권법 제93조 제
2항에 대하여 손해의 발생, 손해와 침해행위의 인과관계 및 손해을 간주하는 규정이라고 한다. (송상
현·김문환·양창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축조연구(1989), 211∼212면; 황찬현,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현행법의 정과 입법론적 검토", 정보법학 제3호(1999), 317면; 오승종·이해완. 저작권법 제4판(2005),
540면; 정재훈, "저작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법조 제46권 제3호(1997). 103면; 서울고법
1995.12.5. 선고 94나91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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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표법 제67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과 의의
우리 판례는 손해배상청구는 상표사용을 전제로 하여 상표사용이 없는 경우에는, 손해가
없다고 한다. 상표법 제67조 제1항은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 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
하는 경우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상품을 양도한 때에는 그 상품
의 양도수량에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상품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
자의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액은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상품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상품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
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
가 당해 침해행위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침해
행위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
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
는 그 이익의 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
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나 상표사용이 없는 경우에도 위 추정규정
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가 되지만, 위 규정들은 손해가 발생한 것이 입증된 후
문제가 되는 그 손해액에 대한 추정규정이지, 손해발생사실 자체가 입증이 되지 않았는데
손해발생사실까지 추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확고한 대법원 판례이고,156) 아직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대하여 반대하는 견해는 없어 보인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 1997. 9. 12. 선
고 96다43119 판결도, 상표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은 상표권자 등이 상표권 등의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손해의 액을 입증하는 것이 곤란한 점을 감
안하여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상표

156)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다629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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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 등이 입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하는 것일 뿐이고, 상표권 등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 그
로 인한 손해의 발생까지를 추정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표권자가 위 규정의 적용
을 받기 위하여는 스스로 업으로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고 또한 그 상표권에 대한 침해행
위에 의하여 실제로 영업상의 손해를 입은 것을 주장·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
다.157)
2) 최근의 대법원 판례(X-GIRL 사건)
최근에 대법원158)은 다시 상표사용이 없는 경우에는 상표침해로 인한 손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가) 사실의 개요
원고는 일본 내에서 의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일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신사복⋅티셔츠⋅블라우스⋅스포츠셔츠⋅모자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2000. 4.
14. 상표등록을 마친 “X-GIRL” 상표에 관하여, 2000. 12. 26. 이전등록을 한 상표권자이
다. 한편, 의류판매업에 종사하는 피고는 2001. 8. 경부터 2001. 11. 20.까지 정당한 상표
의 사용권한이 없이, 컴퓨터자수업자인 갑 등에게 “X-GIRL” 상표를 위조하여 티셔츠 등에
부착하도록 한 다음에 이를 넘겨받아,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3,000점⋅후드점퍼
5,803점을 일본 보따리상들에게 판매하였다. 다만, 원고는 피고의 판매행위가 이루어진 기
간에 대한민국 내에서는 “X-GIRL”상표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를 하는 영업활동을
하고 있지 않았다.
원고는 일본에서 2000. 7. 21. “X-GIRL”상표에 관하여 피혁⋅가방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
여 상표등록을 하였으며, 일본 내에서 “X-GIRL”상표를 사용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영업
활동을 하고 있었고, 일본 보따리상들은 피고로부터 매입한 티셔츠 등을 정상가격보다 저렴
한 가격으로 일본 내에서 판매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471,097,179원 및 이에 대하
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하여, 청구
를 기각하였다.

157) 다만, 입증의 정도에 대해서는 손해 발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의 존재를 주장·입증하는 것으로 족하
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상표권자가 침해자와 동종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증명한 경우라면,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 침해에 의하여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음이 사실상 추정된다고 볼 수 있다
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3119 판결 참조.
158)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다629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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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제2심법원은 원고는 대한민국 내에서 “X-GIRL”상표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등의 영업활동을 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행위
에 의하여 원고가 입은 영업상 손해는 없다고 하여,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다.
나)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설시하며 상고를 기각하였다.
상표법 제67조 제2항⋅제3항⋅제5항은 같은 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불법행위
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손해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입증책임을 경감
하는 취지의 규정이고, 손해의 발생이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상표권의 침해행위에도
불구하고 상표권자에게 손해의 발생이 없다는 점이 밝혀지면 침해자는 그 손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3119 판결, 2002. 10. 11. 선고 2002다33175 판결 등 참
조), 위와 같이 상표권자에게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광희시장에서 의류판매업에 종사하는 피고가
2001. 8.경부터 2001. 11. 20.까지 사이에 원고가 의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
여 일본 및 대한민국 특허청에 각 등록한 상표인 "X-GIRL"에 대한 정당한 사
용권한 없이 이를 위조한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등 의류를 일본 보따리상들에
게 판매하여 온 사실과, 원고는 피고의 판매행위기간 동안 일본 내에서는
"X-GIRL"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생산⋅판매하여 왔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생
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원심이 피고의 판매행위기간 동안 원고가 대한민국 내에서 "X-GIRL"상표
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등의 영업활동을 한 바가 없는 이상 그에
따른 영업상 손해도 없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대한민국에서 "X-GIRL"에 대하
여 상표권을 등록하고 그 침해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벌여 왔다 하더라도 이
러한 행위를 제품의 생산⋅판매 또는 그와 유사한 내용의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판매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영업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한국 상표권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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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고로 일본도 같은 취지이다. 일본 최고재판소 1997. 3. 11. 제3소법정 판결(‘小僧초밥’사
건)은, 상표의 사용이 없는 경우에는 goodwill이 없다는 사용주의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청
구를 부인하고 있다.
본조의 추정을 받기 위해서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바, 대법원은상표권
자가 위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스스로 업으로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고, 또한 그
상표권에 대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실제로 영업상의 손해를 입은 것을 주장·입증할 필요가
있으나,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손해의 발생에 관한 주장·입증의 정도에
있어서는 손해 발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의 존재를 주장·입증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상표권자가 침해자와 동종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증명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 침해에 의하여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음이 사실상 추정된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159)

(나) 사용이 없는 경우 침해자에 대하여 상표법 제67조 제3항의 사용료 상당액
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1) 상표법 제67조 제3항의 규정과 의의
상표법 제67조 제3항은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
을 청구하는 경우 그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
당하는 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표침해행위자에 대해서 상표권자는 통상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조항이 상표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되는지에 대
해서는 의문이 제기되는 바, 본 조항에서 “통상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통상” 이란, 상표
를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석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통상”을 사용을 전제로 하는 것으
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상표사용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료(royalty)청구를 인정하지
159)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31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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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 상표법상 위 조항(제67조 제3항)은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
되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손해발생사실이 없으므로 손해액추정규정 적
용도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2002다33175 사건에서, 상표사용이 없는
경우에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위 조항의 적용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부
인하고 있다.160) 법에서 통상의 의미를, 상표사용이 전제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X-girl
사건과 취지가 부합하고, 2002다33175 사건판결은 상표법리에 부합하므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2)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175 판결(PAPAYA 사건)
가) 사실의 개요
원고는 '수건, 손수건, 보자기'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파파야(PAPAYA)"라는 상표(1989. 3.
11. 등록)의 상표권자이다. 원고는 1994년경까지 수건 제조업을 하다가 중단한 이래 본 사
건의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수건 제조·판매업을 하지 않았지만, 소외 김아무개에게
1997. 10. 15.부터 1999. 3. 11.까지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여 수건을 제조 및 판매할 수
있는 전용사용권을 부여하고 그 사용료로 월 500,000원씩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PAPAYA"
이라는 상표를 부착한 수건을 제조하여 1997. 1. 10.부터 2000. 6. 29.까지 판매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표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997. 1. 10.부터 2000. 6. 29.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자신이 위 소외 김아무개로부터 받고 있던 월 500,000원씩의 비율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피고의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고 월 500,000원을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으로 인정하여 20,500,000원(41개월×500,000
원=20,500,000원)의 지급을 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자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가 1994년경 이래로
수건 제조·판매업을 하지 않은 점과 위 김아무개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
을 부여하였으므로 상표권자인 원고에게 손해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나) 판결의 요지
160)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1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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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설시하며 상고를 기각하였다.
구 상표법(2001.2.3. 법률 제6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7조 2항 (현행 상표
법 제67조 제3항 사용료 청구조항)은 같은 조 1항과 마찬가지로 불법행위에 기
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손해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입증책임을 경감하는 취
지의 규정이고 손해의 발생이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침해자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구 상표법 67조 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상표권자 등이 상표권 등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에 의하여 받은 손해
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상표권자 등은 손해의 발생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
로 주장·입증할 필요는 없고, 권리침해의 사실과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주
장·입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지만, 침해자도 손해의 발생이 있을 수 없다는 것
을 주장·입증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
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1994년경 이래로 수건 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1997. 10. 15.부터 1999. 3. 11.까지 김아무개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위 전용사용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
건 상표 사용으로 인하여 전용사용권자인 김아무개에게 영업상의 손해가 발생하
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상표권자인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
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있
는바,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여 수건 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하고 있지 않거나 전용사용권을 설정함으로써 그 범위 내에서는 피고의 이 사건
상표 사용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추정을 받기 위한 요건
상표권자가 상표법 제67조 제3항의 적용을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 손해의 발생
사실을 어느 정도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175 판결은 손해의 발생에 대하여 상표권자 등은 손해의 발생사실에 관하여 구체
적으로 주장·입증할 필요는 없고 이에 대해서는 개연성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하였지만, 최
소한 스스로 업으로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고 또한 그 상표권에 대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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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영업상의 손해를 입은 사실과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고 하
였다.161)
라) 상표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① 전용사용권이 설정된 경우
전용사용권이 설정된 경우 전용사용권자는 그 범위 안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바(상표법 제50조 및 제55조 제3항), 전용사용권자가 독점하는 한
도에서 상표권자의 사용마저도 금지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전용사용권이 설정된 경우라면
상표권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162)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의
무단사용자체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을 설
정한 경우에 있어서 상표권자는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갖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용사
용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처음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이 없으므로 당연한 것이
다.163)
② 상표권자의 불사용
상표권자가 스스로 상표권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구 상표법 제67조 제2항(현행 상표법 제
67조 제3항)에 관하여 대상판결은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
우에 침해자는 사용사실을 입증하여 손해발생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다.
다만, 학설로서는 ① 제품에 부착하여 사용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광고에 사용됨으로써 광고
선전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경우라든가, ② 상표권자가 과거에 이미 상당기간 사용함으로
써 상표권자의 신용이나 고객흡인력을 상표에 화체시킨 후 침해기간 동안만 불사용한 경우
등은 불사용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164)

(다) 사용이 없는 경우 침해자에 대하여 금지청구권 행사 가능한지 여부 - 권
161) 이에 대하여 권리침해사실과 통상 받을 수 있는 통상사용료는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기본적인 요건
및 청구금액 그 자체로서 더 이상 완화할 수 없는 기본 요건이므로, 결국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175 판결에 의하는 경우, 권리자가 손해의 발생이라는 사실을 별도로 입증할 필요가 없는
것과 유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박성수, 구 상표법 제67조 제2항의 법적 성격,
정보법 판례백선 (박영사), 241면.
162)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하면, 침해자는 상표권자와 전용사용권자의 쌍방에게 위 조항에 기한 손해
배상을 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점을 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용선,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에 관한 구 상표법 제67조 제2항의 취지, 법원도서관, 대법원판례해설 제42호(2002), 184면.
163) 박성수, 구 상표법 제67조 제2항의 법적 성격, 정보법 판례백선 (박영사), 242면.
164) 박성수, 구 상표법 67조 2항의 법적 성격, 정보법 판례백선 (박영사), 2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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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남용
1) 문제제기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의 취소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심결 또는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
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통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
다.165) 이러한 경우에 상표등록이 심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기 전까지는 공정력에 의
하여 상표권의 유효성이 인정되므로, 금지청구권의 행사가 허용되는지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취하므로 타인이 국내외에서 먼저 사용하고 있는 상표라
도 이를 등록하지 않으면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또한 타인이 국내·외에서 먼저 사용하고 있
음을 알면서도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이를 먼저 등록하는 경우와 같이, 상표
의 선점이 자신의 상품에의 사용을 위한 것이라면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제상
일정 부분 이를 용인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등록상표권의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고, 일
정한 관계가 없는 경우나 일정한 관계가 있는 상대방에 대한 상표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2) 금지청구 긍정설
이에 대하여 상표등록이 심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응 유효한 상표권
이라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상표침해에 대하여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견
해가 있다.166)
3) 대법원 판례 – 권리남용으로 금지청구 부인
대법원 판례는 침해로 주장된 미등록 상표가 주지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주지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바, 모두의 경우에 있어서 권리남용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권리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지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
시하고 있다.167)
165)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후45 판결.
166) 최성우, OVA 상표법, 한국특허아카데미, 2007, 318면.
167) 대법원ﾠ2007.1.25.ﾠ선고ﾠ2005다67223ﾠ판결 (진한커피사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진한커피 제1, 2, 3집의 제작과정에 상당 정도 관여한 자로서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서 기
능하는 ‘진한커피’ 제명의 선사용자가 누구인지 및 그 ‘진한커피’ 제명에 화체된 신용과 고객흡인력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이 사건 등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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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정경쟁행위가 되는 경우 - 일반적 권리남용
등록상표의 침해로 주장된 미등록상표에 주지성이 있는 경우에, 대법원은 구 부정경쟁방지
법(1998. 12. 31. 법률 제5621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168)는 상표법 등 다른 법률에 부정경쟁방지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나, 상표권의 등록이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국내
에서 널리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는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일반 수요
자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형식상 상표권을
취득하는 것이라면 그 상표의 등록출원 자체가 부정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가
사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표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한 것이 되어 상표
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시했다.169) 이러한 경우에는 주지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달리 등록상표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어 상표권의 효력이 일반적으로 부정되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상표권의 행사가 부정경쟁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상표권
의 행사가 권리남용으로 본 판례는 많이 존재했었다.170)
나) 등록상표권의 행사가 부정경쟁행위가 아니지만 권리남용으로 인정한 사례

표를 출원·등록한 다음 그 상표권에 기하여 피신청인이 ‘진한커피’ 제명을 사용하여 출시한 ‘진한커피 제4집’
및 ‘진한커피 제5집’ 음반의 제작·판매 금지 등을 구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자본과 노력 등
에 의하여 획득되어 ‘진한커피’ 제명에 화체된 신용 등에 편승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
를 출원·등록한 것을 기화로 오히려 그 신용 등의 정당한 귀속 주체인 피신청인으로부터 그 신용 등을 빼앗
아 자신의 독점하에 두려는 행위에 다름 아니어서, 신청인의 이러한 상표권의 행사는 상표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비록 상표권의 행사라는 외형을 갖추었
다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168) 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그 의미와 취지가 같다.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8조제3항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 <개정
2011.6.30>
②「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 중 국기·국장에 관한
규정에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8조제3항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
169)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49142 판결.
170)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도3287 판결(공1995하, 3954);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054
판결(공1993상, 781);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19950 판결(공2000상, 20);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49142 판결(공2000상, 1371);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487 판결(공2001상,
110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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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2. 24. 자 2004마101 결정(KGB 사건)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부정경쟁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의칙 내지 사회질서에 반
하는 상표권의 행사는 권리의 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고 있다.
최근에 대법원은, 침해로 주장된 타인 사용의 상표가 주지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정경
쟁방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표권자가 당해 상표를 출원⋅등록하게 된 목적과
경위, 상표권을 행사하기에 이른 구체적⋅개별적 사정 등에 비추어 개별적인 관계에서 상대
방에 대한 상표권의 행사가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와 수요자의 이익보호를 목적으
로 하는 상표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공정한 경쟁질서와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
고 수요자 사이에 혼동을 초래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경업금지의무 위반이나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권리남용으로 보고 있다.171) 이러한 경우에는 주지성이 있는 상표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표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오히려 상표의 사용의사는 전혀 없이 상표권을 이전하거나 라이선스할 목적으로
상표권을 취득하여 상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상표권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171)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67223 판결(공2007상, 344);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
39099 판결(미간행)도 같은 취지이다.
상표권자가 당해 상표를 출원·등록하게 된 목적과 경위, 상표권을 행사하기에 이른 구체적·개별적 사정
등에 비추어, 상대방에 대한 상표권의 행사가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와 수요자의 이익보호
를 목적으로 하는 상표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공정한 경쟁질서와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
고 수요자 사이에 혼동을 초래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적으
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의 행사는 설령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
추었다 하더라도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상표권의 행사를 제한
하는 위와 같은 근거에 비추어 볼 때 상표권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
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주관적 요건을 반드시 필
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67223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상호 변경 전 ‘ACM'이라는 상표를 부착한 정수기
등을 판매하는 일본국 법인인 소외 ACM사의 국내 총판대리점 관계에 있었는데, 그 총판대리점 관계
에 있던 기간 중 이 사건 등록상표들을 출원·등록한 사실, 원고 는 위 ACM사와의 총판대리점계약이
종료된 후 최근 2, 3년 동안은 이 사건 등록상표들을 사용하여 정수기 등을 제조, 판매한 적은 없는
사실, 피고는 정수기 등을 제조, 판매하기 위하여 위 ACM사가 출자하여 국내에 설립한 법인인 사실
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위 ACM사의 국내 총판대리점 관계에 있던 회사로서 위 ACM사가 국내에
상표등록을 하고 있지 않음을 기화로 이 사건 등록상표들을 출원·등록해 놓았다가, 위 ACM사와의 총
판대리점관계가 종료된 후, 이 사건 등록상표들을 실제 상품에 사용하지도 아니하면서 위 ACM사의
국내 출자 법인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권을 행사하여 그동안 피고가 정당하게 사용해 오
던 ‘ACM’이나 이를 포함한 표장을 피고의 인터넷 도메인 이름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사용하거나 피고
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상표사용
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와 수요자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상표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공정한 경쟁질서와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어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비록 원고의 이 사건 상표권 행사가
권리행사라는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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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불사용기간 3년 도과로 인하여 등록된 상표가 취소될 운명에 있는(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상표권자가 형식적으로 상표사용을 시작하면서 상표권을 주장하는 경우, 정당
사용의무에 위반됨이 명백한 경우(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는 가처분신청에서 피보전
권리의 존재가 긍정되는 경우에도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될 수 있고,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없어서 불사용의 사실이 참작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취소심결의 확정전이라도 이러
한 상표권자의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에 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172)
대법원은
상표권자가 당해 상표를 출원·등록하게 된 목적과 경위, 상표권을 행사하기에
이른 구체적·개별적 사정 등에 비추어, 상대방에 대한 상표권의 행사가 상표사
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와 수요자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상표제도의 목
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공정한 경쟁질서와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수요자
사이에 혼동을 초래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의 행
사는 비록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를 남용
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상표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위와 같은 근거에 비
추어 볼 때 상표권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
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주관적
요건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면서 “시리즈 편집음반의
“

”라는 제명이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서 기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명의 선사용자인 음반제작·판매자의 동의나 허락없이 “
”와 같이 구성된 등록상표를 출원·등록한 다음 그 상표권에 기
하여 위 음반제작·판매자가 ‘진한커피’ 제명을 사용하여 출시한 음반의 제작·
판매 금지 등을 구하는 것은 신청인이 위 음반제작·판매자의 자본과 노력 등
에 의하여 획득되어 ‘진한커피’ 제명에 화체된 신용 등에 편승하여 이익을 얻
을 목적으로 위 등록상표를 출원·등록한 것을 기화로 오히려 그 신용 등의 정
당한 귀속 주체인 위 음반제작·판매자로부터 그 신용 등을 빼앗아 자신의 독
점하에 두려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상표권 행사는 상표제도의 목적이나 기능
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고, 비록 상표권의 행사라는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고 하였다.173) 또한 ACM사의 국내 총판대리점 관계에 있던 원고가 위 ACM사가 국내에 상
172) 대법원 2006. 2. 24. 2004마101 결정(KGB 사건).
173)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672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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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등록을 하고 있지 않음을 기화로 등록상표들을 출원·등록해 놓았다가, 위 ACM사와의 총
판대리점관계가 종료된 후, 등록상표들을 실제 상품에 사용하지도 아니하면서 위 ACM사의
국내 출자 법인인 피고를 상대로 등록상표권을 행사하여 그동안 피고가 정당하게 사용해 오
던 ‘ACM’이나 이를 포함한 표장을 피고의 인터넷 도메인 이름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사용
하거나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174)
우리나라 대법원판례가 등록상표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이 된다고 보는 것은 상표권자가 권
리를 행사한 상대방과 일정한 관계가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일정한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원칙으로 권리남용으로 보고 있다. 우리 상표법이 상표의 보호에 관하여 선출원주
의를 채택함에 따라 타인이 외국이나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표장을 먼
저 출원등록한 다음, 자신은 사용하지 않으면서 상표권이 먼저 등록되었음을 이유로 그 타
인의 국내 진입을 막거나 그 타인에게도 권리를 행사하는 폐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상표권자와 침해자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할 필
요가 없다고 보인다. 일본의 실무도 이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175) 다만, 등록상표가 불사
용 중이라고 하더라도,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는 적용되어 후출원 상표는 거절된다.176)
4) 일본 - 권리남용
일본 최고재판소나 하급심의 경우에도 상표를 사용하지 않아 신용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에
상표권 행사를 제한하므로, 일본에서도 손해배상청구나 금지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177) 일
본에서, 신용이 없는 경우에 상표권 행사에 있어서 권리남용을 인정한 사건(우이루스비스타
사건 - 동경지재 1994. 4. 28. 판결)이 있다.
원고는 “우이루스바스타(ウイルスバスタ一)”라는 상표에 지정서비스업을 “전자계산기의 프
로그램의 설계⋅작성 또는 보수”로 하여, 1992. 9. 30.에 출원하여 1996. 3. 29.에 등록받
은 상표권자이다. 피고는 1991년 4월부터 원고의 상표와 유사한 8종류의 상표를 자기가 설
계한 컴퓨터 바이러스 대책용 소프트웨어를 기록한 플로피디스크 및 CD-ROM에 부착하여
판매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프
로그램의 설계 및 보수 등에 피고의 표장의 사용 및 플로피디스크 및 CD-ROM에 피고의
표장의 사용의 금지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의 선사용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혼동방지의

174)
175)
176)
177)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39099 판결.
죽전임 저, 지적재산권침해요론, 발명협회, 676-679면 참조.
대법원ﾠ1983. 9. 13.ﾠ선고ﾠ83후45ﾠ판결.
죽전임 저, 지적재산권침해요론, 발명협회, 676-67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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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의 부가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주된 항변으로서 원고가 “우이루스바스타” 상표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상표권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동경지방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즉, 동경지방재판소
는 원고의 “우이루스바스타” 상표와 피고의 사용상표들은 유사하고, 원고의 지정서비스업과
피고의 바이러스대책용 디스크가 유사한 상품이므로, 피고의 사용은 원고의 상표권의 침해
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원고의 “우이루스바스타” 상표는 일반적으로 출처식별력이 결여되고, 원고의 신용
(goodwill)을 화체하는 것도 아니며, 따라서 피고가 “우이루스바스타” 상표에 유사한 표장들
을 바이러스 대책용 디스크에 사용하더라도, 원고의 상표의 출처식별기능을 해하는 것은 아
니라고 하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우이루스바스타” 표장을 원고가 출원하기 전부터 계속
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현재에는 피고의 사용상표는 일반수요자가 바로 피고의 상품인 것을
인식할 정도로 저명한 상표이므로, 원고의 등록상표권에 기초하여 피고의 사용금지를 인정
하는 것은 피고의 표장이 현실의 거래에서 가지고 있는 상품의 출처식별기능을 현저히 해하
고, 상표의 출처식별기능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상표법의 취지에 반하므로,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상표권의 행사는 권리의 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5) 결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용이 없는 상표가 등록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타인의 상표사용에
대하여 금지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판례법리가 아니더
라도, 금지청구권은 재산권의 행사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상표의 사용없이 등록만으로
는 goodwill 형성이 없어 재산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금지청구권을 부인하는 것이 타
당하다.

(라)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 여부

1) 문제제기
한미 FTA에 따라 상표침해에 있어서 법정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됐다. 법정손해배상제도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손해발생을 의제하여 손해를 인정하는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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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그렇다면 상표사용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문제가 된다.
2) 문제제기
한미 FTA에 따라 상표침해에 있어서 법정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됐다. 법정손해배상제도는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임증하는 대신 법에 정해진 금액을 손해배상금액으로 청구하는 제도이
다. 상표법은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제67조
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
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라고 규정하여 법정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본 규정은 제67조의 손해배상액의 추정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손해발생자체
를 의제하는 규정은 아니다. 즉 제67조가 적용되는 때에도 제67조가 손해발생을 추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손해발생사실을 입증하여야 하였다. 따라서 법정손해배상제도가 존재
하는 현재에도 손해발생사실을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고, 상표의 사용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법정손해배상액에 관한 제67조의2 규정이 손해의 발생사실까지 추정하거나 의제하는 규정
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X-Girl 사건의 법리나, 상표침해는 goodwill 침
해라는 종전의 상표법리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법정손해배상규정이 있다고 하더
라도 상표의 사용사실이 없는 경우에까지 법정손해배상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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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선사용권제도
1. 현행 상표법
제57조의3(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
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그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선사용자"라 한다)는 해당상표를 그 사용하
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1.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
2.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
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
②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선사용자에게 자기의 상품과 선사용자의 상품 간의 출처의 오인
이나 혼동을 방지할 수 있는 적당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개정안
제57조의3(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
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그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선사용자"라 한다)는 해당상표를 그 사용하
는 상품에 대하여 타인의 상표등록출원시에 해당상표를 사용하는 형태와 범위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1.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
2.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
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
②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선사용자에게 자기의 상품과 선사용자의 상품 간의 출처의 오인이
나 혼동을 방지할 수 있는 적당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은 등록상표출원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상호를 사용한 경우에 준용한다.
본 조항에 의한 상호의 선사용자는 상표등록 이전부터 사용하는 방법이나 유사한 방법으로 상거
래의 관행에 따라 계속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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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지

가. 선사용권의 성립과 주지성
선사용상표가 주지된 경우에는, 등록출원상표가 악의의 모방상표가 되고 거절사유가 되어
선사용권(상표법 제57조의3)이 성립할 여지가 없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에 의해서 상
표등록출원이 거절되어 선사용자는 보호된다.
현재와 같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
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인 경우에, 만일 그 타인이 상표등록출원시에 부당한 이득
을 얻으려 하거나 선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한 것이라
면, 그 타인의 상표등록은 제7조 제1항 제12호에 의하여 부정목적 출원이 되어 상표등록이
거절되어 선사용권은 성립할 여지도 없다. 이때 선사용자는 출원을 하든지 또는 타인상표가
등록된 경우에는 무효심판제기 후에 제7조 제4항 제2호의 적용을 받아 출원하여 자신의 상
표를 보호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부정경쟁의 목적
선사용권 성립시에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음을 선사용권자가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
데, 2012. 6. 개정안에 의하면 제51조의 경우,
제51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 상표권(지리적 표시단체표장권을 제외한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1. 자기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예명·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
을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영업활동에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간판·가격표·거래서류·상품·포장
등에 문자, 도형 등으로 표시하거나 그 밖에 상거래관행에 따라 표시하는 상표178). 이 경우 상표
권의 설정등록이 있기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해 온 때에는 상표권자가 부정경쟁의 목적을 증명
하여야 한다.

라고 하여,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기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해 온 때에는 상표권자가 부
정경쟁의 목적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선사용권의 경우,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
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 (제57조의3 제1항 제1호)이라고 규정하여, 선사용권을 주장하는 자
178) 여기서 “상표”보다는 “표장”이 더 적절한 용어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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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정경쟁목적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제51조 제1항(개정안)과 현행 선
사용권(제57조의 3)과 입증책임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제51조 제1항의 경우에는 “등록시”를 기준으로 선사용자를 의미하는데, 제57조의 3
의 경우에는 “출원시”를 기준으로 선사용자를 의미하므로, 제57조의3의 선사용자의 상표사
용이 앞서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입증책임이 선사용자에게 있어, 제51조 제1항과 모순이 발
생할 수 있다. 물론 제51조는 성명이나 상호의 사용자이므로, 제57조의 3과는 다르지만, 기
본적인 입법체계상의 모순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선사용권의 성립요건으로서 부정경쟁목적의 입증책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정
경쟁목적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은 등록상표가 출원전에 널리 알려진 상태에서 출원하고, 선
사용권을 주장하는 자가 그 널리 알려진 상표의 유명성을 이용할 목적으로 상표를 사용한
경우에만 성립하게 되어, 부정경쟁목적이 성립하는 범위가 작을 수밖에 없다.

다. 선사용권의 인정범위
선사용권의 인정범위(권리범위)는 타인의 상표출원시의 범위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상
표에 대한 보호는 상표의 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goodwill(고객흡인력 또는 신용)에 대한
보호이므로 상표의 사용의 실태를 반영하여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고, 출원이라는 형식적인
요소만으로 보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만, 우리법의 대원칙인 형식적인 출원주의와
상표사용에 의한 goodwill이라는 실체보호의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선사용권의 성립시기는 현행법과 같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시점에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
다. 또한 선사용권의 범위는 성립시기의 상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선사용권은 타
인의 상표등록출원시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인적⋅물적 현상을 인정하여야 한다. 즉 선사용
권의 범위를 선사용권의 성립시의 범위보다 확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선사용
권자는 출원이라는 형식적 요건을 해태하여 상표권의 주체가 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
에 대하여 권리를 확장하는 것은 출원주의의 포기이기 때문이다. 사용주의를 취하는 미국도
상표선출원등록자와 상표사용자의 권리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 상표등록시점을 기준으로
상표사용의 범위 내에서 상표사용자의 권리를 인정한다.
제시된 개정안은 “타인의 상표등록출원시에 해당상표를 사용하는 형태와 범위 내에서” 라
고 규정하여, 인적⋅물적 범위를 선사용권의 성립시의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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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선사용권과 상호 (상호에 대한 선사용권의 인정필요성)
(1) 상호와 선사용권
상표법 제51조와는 적용영역이 다른 상호사용에 있어서도 선사용권을 인정하는 것이 상표
법 제51조의 체계적인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제51조 제1항 제1호는 “자기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예명·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보
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적용되고, 선사용하는 모든 형태의 상호에 대
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물론, 선사용상표라도 제51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제51조의 적용이
있다. 그러나 제51조는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제한이 있으므로, 그러한 제한이 없
는 제57조의 3의 선사용권 제도로 상호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정안에 의해서라도 선사용권은 주지성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제57조의 3 제1항
제2호), 상호가 상표등록출원시에 주지되지 않더라도 상호에 대한 선사용권을 인정할 수 있
으므로, 상표/서비스표등록을 하지 않는 영세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다.
그리고 ‘일정한 지역’에서,179)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호를 표시하는 것
이라고 인식”을 확보한 경우에 제57조의 3 제1항 제2호를 충족하였다고 해석하면, 그 개정
안이 적용될 수 있다. 예컨대 아래의 “참우”나 “참우마을”은 예천군의 지역브랜드이어서,
예천군이나 그 인근 지역에서 수요자간에 그 상호가 인식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선사용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선사용권을 인정하는 경우에, 제51조가 적용되지 않는
상표적 사용이나 서비스표적인 상호 사용에 대하여 선사용권을 인정할 수 있는 실익이 있
다.
또한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어야 한다.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라
는 또 하나의 법익에 대한 침해가 있으므로, 선사용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 나아가 혼동
방지조치도 필요하다.
따라서, 상호에 선사용권을 인정하는 경우에, 제51조가 적용되지 않는 상표등록 이전부터
179)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지성은 전국적일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일본 동경고등
재판소는 선사용권에 관한 일본 법규정의 해석에 있어 우리법과 같이 일본상표법상 주지성을 요구하
고 있지만, 그 주지성은 전국적일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고, 일본 학설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다만
어느 정도로 지역적 주지성을 요구할지는 견해마다 다르다. (판례백선 204면 참조). 우리나라법원도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주지성에 관한 해석이지만,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의미는 국내 전역에 걸
쳐 모든 사람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다고 할 것” 이라고 하여, 전국적인 주지일 필요가 없다고 해
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선사용권에 있어서도 일정한 지역에서 인식된 것임으로 해석할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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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던 상호의 상표적 사용이나 서비스표적인 상호사용에 대하여 선사용권을 인정할 수
있는 실익이 있다.

(2)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어야 함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라는 또 하나의 법익에 대한 침해가 있으
므로, 선사용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혼동방지조치가 필요함은 상호에서도 같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정안 제51조 관련하여 입증책임소재의 문제가 정리될 필요가 있
는 것으로 보인다.

(3) 보호되는 상호의 주지성에 대해서
만일 상호가 주지되었다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널리 알려진 상호”가 존
재하게 되어 타인의 상표등록을 거절하게 되어 그 상호가 보호되므로, 주지된 상호에 대해
서는 선사용권 인정의 필요가 없다. 따라서, 주지되지 않으나 수요자에게 알려진 선사용
상호도, 선사용권에 포함시킬 필요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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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부정목적(악의적) 모방상표에 대한 범위에 대한 사례
조사
1. 서론
2008년 의료컨설팅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가 의원명칭인 ‘일심의원’ 등 의료기관 명칭에
대하여 12건의 서비스표등록 출원한 사안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는 김씨가 상표등록 출원
을 행한 모든 의료기관 명칭에 대하여 등록 거절할 것을 특허청에 요구한 바 있다.180) 의
사, 변호사, 변리사 등에 관한 업무는 특정자격을 가진 자만이 행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자
격을 가지지 않은 자가 상표나 서비스표등록을 하더라도 그러한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따
라서 의사자격이 없는 자가 상표출원을 한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상표사용을 할 의사가 없다
고 봐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자의 출원은 공공질서 위반으로 볼 수도 있다.181)

이러한 사

안 상표의 직접적인 모방은 아니지만 자격으 모방이라는 점에서 모방상표와 동일한 측면이
있다.

저명상표의 모방은 국제적인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현재 세계에서 3번째로 부자국가인
중국은 세계 라이터의 75%를 생산한다. 그러나 그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포(Zippo) 라
이터를 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1932년에 설립된 지포회사는 바람에 불
이 꺼지지 않는 기술로 1936년 특허를 취득한 이래에, 라이터에 대한 수많은 특허를 취득하
였다. 지포라이터는 그 유명성과 디자인의 독특성 그리고 제한된 수량의 생산판매로 인하여
높은 프리미엄을 취득하여, 시장에서 고가로 판매되고 있다. 1933년 모델형 라이터는 3만7
천 달러에 판매되기도 하였다.
지포라이터는 독특한 손가락으로 윗 뚜껑을 열어 젖히는 형상으로도 유명하다. 2002년 미
국의 특허상표청은 지포라이터의 형상(입체상표)에 대하여 상표권을 부여했다.
미국 1930년 관세법 337조는, 미국의 상표를 침해하는 물품의 수입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6년 6월 미국의 지포사는 위 규정에 근거하여 지포라이터의 형상과 유
사한 라이터를 제조하여 미국에 수출한 중국회사(Wenzhou Star)를 ITC에 제소했다. 중국

180) MEDICAL Today(2008. 7. 4).
181) 특허법원 2003. 12. 12. 선고 2003허4221 판결 참조. 그러나 대법원을 특허법원과 견해를 달리했
다. 대법원ﾠ2005. 10. 28.ﾠ선고ﾠ2004후271ﾠ판결 참조. (본 사건은 사용의사와 관련하여 앞에서 언급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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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지포회사의 입체상표가 기능적이기 때문에, 상표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다만, 중국
은 전통적으로 입체적 형상에 대한 상표부여에 소극적이다. 결국, 본 사건은 지포사의 승리
로 끝을 맺었다.
모방상표를 제한하는 것은 국제적인 추세이다. 오히려 모방상표에 대한 국제적 규제가 강
화되고 있다. 대다수의 국가들이 모방상표 출원에 대하여 부정목적(bad faith) 출원으로 간
주하여 상표등록을 거절하거나 등록된 상표를 무효로 하고 있다.

2. 모방상표에 대한 국제 협약 및 입법례

가. 파리협약
파리협약 제6조의 2(Article 6bis)는 부정목적(bad faith)을 명시적 출원무효사유로 규정하
고 있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다.182) 제6조의 2는 부정목적으로 출
원하거나 사용하는 상표에 대한 등록무효나 사용금지에 대한 제척기간을 두고 있지 않도록
하여, 부정목적의 출원상표는 등록을 거절하거나 제소기간 없이 무효라는 의미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명상표(well known marks)를 등록여부를 불문하고 보호하고 있다.183) 유명
상표를 보호하는 본 조항은 출원자나 후속사용자의 주관적인 인식이나 의도를 요구하고 있
지 않을뿐더러, 원칙으로서 특정국가에서 사용되거나 등록되지 않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도
182) 제6의5 B 3항. 또한 무효로 규정하고 있음.
International Paris Convention (Stockholm Text) Article 6 bis (3)
“No time limit shall be fixed for requesting the cancellation or the prohibition of the use of marks
registered or used in bad faith”
183)Article 6bis Marks: Well–Known Marks
(1) The countries of the Union undertake, ex officio if their legislation so permits, or at the request
of an interested party, to refuse or to cancel the registration, and to prohibit the use, of a
trademark which constitutes a reproduction, an imitation, or a translation, liable to create
confusion, of a mark consider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untry of registration or
use to be well known in that country as being already the mark of a person entitled to the
benefits of this Convention and used for identical or similar goods. These provisions shall also
apply when the essential part of the mark constitutes a reproduction of any such well-known
mark or an imitation liable to create confusion therewith.
(2) A period of at least five years from the date of registration shall be allowed for requesting the
cancellation of such a mark. The countries of the Union may provide for a period within which
the prohibition of use must be requested.
(3) No time limit shall be fixed for requesting the cancellation or the prohibition of the use of
marks registered or used in bad fa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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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고 있다.
또한 관련 규정으로서 파리협약 제6조의 6(Article 6quinquies) B. 3. 항은 “상표가 도덕
또는 공공질서에 반하고, 특히 일반인을 기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표 부등록사유로
하고 있다.184)

다만, 파리협약은 부정목적(bad faith)은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

고 있지 않다. 따라서 부정목적의 의미에 대해서는 사례를 통한 분석이 필요하다.

나. TRIPs 협정
TRIPs 협정은 부정목적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TRIPs 협정은 파
리협약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185) TRIPs 협정 제15조 제2항은 파리협약을 준수의 조건으
로 회원국이 TRIPs 협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거절사유 외에 거절사유를 추가할 수 있음
을 규정하고 있다. TRIPs 협정 제16조 제2항은 파리협약 제6조의 2를 서비스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TRIPs 협정 제16조 제3항은 파리협약 제6조의 2를 등록된 상표에 관한 상
품 또는 서비스와 유사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TRIPs 협정 제15조와 제16조는 파리협약 제6조의 2가 적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규정
하고 있다. 따라서 부정목적에 의한 출원에 관한 파리협약 제6조의 2 규정은 TRIPs 협정에
서도 적용된다. 따라서, 부정목적의 출원은 등록거절 또는 등록무효사유라고 보아야 할 것
이다.

다. 유럽공동체 상표규정
부정한 목적(bad faith)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의가 없다. EU 회원국은 회원국의 재량사항
184) Article 6quinquies, Marks: Protection of Marks Registered in One Country of the Union
in the Other Countries of the Union
...
B. Trademarks covered by this Article may be neither denied registration nor invalidated except in
the following cases:
...
(iii). when they are contrary to morality or public order and, in particular, of such a nature as to
deceive the public. It is understood that a mark may not be considered contrary to public order
for the sole reason that it does not conform to a provision of the legislation on marks, except if
such provision itself relates to public order.
This provision is subject, however, to the application of Article 10bis.
C. ....
185) TRIPs 협정 제15조 제2항 및 제16조 제2항, 제3항 참조.

- 156 -

이므로, EU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모든 회원국은 일반적인 조항으로 부정한 목
정 조항을 수용하고,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르지 않거나 부정한 경쟁(unfair
competition)의 형태로 규제하고 있지만, 이는 다만 형식의 차이 일뿐이고, 상표출원에 있
어서 부정한 행위가 개입된 경우에 그 상표의 유효성은 부정된다.
지침(Directive)은 각기 다른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EC 회원국의 국내법의 통일화를 시
도하지만, 각 회원국의 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대체적으로 회원국은 같은 의미를 가지
고 있다.

(1) Directive
“Directive”는 EC에서 법을 통일시킬 목적으로 각 회원국이 국내법으로 규정하여야 할 최
소한의 의무를 정하고 있다. 다만, Regulation과는 달리 회원국 국민에게 그 규정이 직접적
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즉, 국내에 입법화 조치(국내법에 수용)가 필요하다.
파리협약에 규정된 바와 같이 「유럽의 공동체 상표에 관한 이사회 규정」(The EEC
Directive)186) 제3조는 상표등록의 거절사유나 무효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부정목적의 출
원에 대해서 등록무효 또는 등록거절하도록 하고 있다.187) 또한 제4조는 선출원과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 등록무효사유 또는 등록거절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부정목적의 출원이
있는 경우에 외국에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표와 혼동이 발생하는 경우에, 등록거절 또는 등
록무효로 규정하고 있다.188) 또한 제7조 제1항 f는 ‘공공정책이나 도덕에 반하는 표장’을 절
대적 거절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규정이다.189)
186) the First Council Directive of 21 December 1988 to approximate the laws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trademarks (89/104/EEC)
187) Art. 3
(1) .................
(2) Any Member State may provide that a trade mark shall not be registered or, if registered, shall
be liable to be declared invalid where and to the extend that:
..........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the trade mark was made in bad faith by the applicant
188)Art. 4
1 Any Member State may furthermore provide that a trade mark shall not be registered or, if
registered, shall be liable to be declared invalid where, and to the extent that:
........
(7) the trade mark is liable to be confused with a trade mark which was in use abroad on the
filing date of the application and which is still in use there, provided that at the date of the
application the applicant was acting in "bad fa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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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C Council Regulation
Council Regulation은 회원국에 Directive에 일치되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할
뿐 직접적인 효력이 없는 Directive와 달리, Regulation의 규정이 그 자체로 회원국에 직접
적용된다. 그래서 국내 입법화 조치가 필요 없다.
EC Council Regulation(2009)190) 제52조191)는 출원자가 출원당시에 부정목적(bad faith)
으로 행한 것일 때, 사무국에 대한 출원에 기초해서 또는 반대청구(counter claim)에 기초
해서 무효로 선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92) 그 이전 규정인 EC Council
Regulation(1993)193) 제51조는 상표를 출원할 당시 부정목정에 의한 출원인 경우에, 상표
출원은 사무국에 대한 출원에 기초해서 또는 반대청구(counter claim)에 기초해서 무효로
선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94)
또한 선사용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 선사용상표(earlier trade)와 동일한(identical)
상표가 선사용상표(earlier trade)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와 동일한 경우, 만일
선사용상표(earlier trade)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그 선사용상표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동일

189) First Council directive 89/104 of 21 December 1998
–Article 3(1)(d)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the trade mark was made in bad faith by the applicant”
–Article 4(4)(g) -a registration shall be liable to be declared invalid where……..
“(g)The trademark is liable to be confused with a trade mark which was in use aboard on the filing
date of the application and which is still in use there, provided that at the date of application
the applicant was acting in bad faith”
190) Council Regulation (EC) No 207/2009 of 26 February 2009 on the Community trade
mark
191) 종전 규정으로 Article 51(1)(b).
192) Article 52(1)(b) CTMR Regulations
1. “The Community Trade Mark shall be declared invalid on the application to the Office or on the
basis of a counter claim in infringement proceedings:
(b) where the Applicant was acting in bad faith when he filed the application”
193) The Council Regulation (EEC) number 40/94 of 20 December 1993 on the Community
trade mark
194) Art. 51
(2) A Community trade mark shall be declared invalid on application to the Office or on
the basis of a counter claim in infringement proceedings,
(2) .........
(3) where the applicant was acting in bad faith when he filed the application for the trade mark
(4)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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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함으로 인하여, 그 선사용상표가 보호되는 지역에서 공중에게 혼동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 혼동가능성은 선사용상표와 관련가능성(likelihood of
association)을 포함한다. 선사용상표(earlier trade)의 의미는 유럽공동체에 등록출원한 날
또는 유럽공동체의 등록출원에 관하여 우선권이 주장된 상표가 한 회원국내에서 파리협약
제6조의 2에서 사용되는 잘 알려진(well-known)과 같은 의미로 잘 알려진 경우를 의미한
다.195) 본 조항의 경우에는 악의적 모방상표라고 하기 보다는 EC 회원국에서 선사용사용
또는 우선권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또한 선사용상표가 EC 회원국에서 잘 알려질 것을
의미하므로,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서 잘 알려진 경우는 포함하지 않아서, 본 조항은 본 주
제의 연구(우리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와 관련성이 적다고 보인다. 오히려 우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라. EC 개별 회원국
EC 회원국은 대체로 같은 내용의 입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EC 공동체의 Directive나
Regulation에 따라 각 회원국이 법체계를 정비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1) 영국 상표법

195) the European Trade Mark Harmonisation Regulation (Council Regulation (EC) No. 40/94
of 20 December 1993 on the Community Trade Mark)
Article 8
Relative grounds for refusal
1. Upon opposition by the proprietor of an earlier trade mark, the trade mark applied for shall not
be registered:
a. if it is identical with the earlier trade mark and the goods or services for which registration is
applied for are identical with the goods or services for which the earlier trade mark is
protected;
b. if because of its identity with or similarity to the earlier trade mark and the identity or
similarity of the goods or services covered by the trade marks there exists a likelihood of
confusion on the part of the public in the territory in which the earlier trade mark is protected;
the likelihood of confusion includes the likelihood of association with the earlier trade mark.
2.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1), "Earlier trade marks" means:
trade marks which, on the date of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the Community trade mark, or,
where appropriate, of the priority claimed in respect of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the
Community trade mark, are well known in a Member State, in the sense in which the words
"well known" are used in Article 6bis of the Paris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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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상표법은 공공질서에 위반되는 상표와 부정목적(bad faith)196) 상표에 대하여 규정하
고 있다. 영국상표법 제3조 제3항 a는 “공공정책이나 공중도덕에 반하는 상표(contrary to
public policy or to accepted principles of morality)”를 절대적 거절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공서양속에 반하는 상표는 그 구성 자체가 객관적으로 공공정책이나 공중도덕에 반하
는 것을 의미하고, 주관적 의사가 악의인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197)
영국 상표법 제3조 제6항198)은 “부정목적으로 출원된 상표(the application is made in
bad faith)”는 등록받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구체적으로 “만일 출원이 부정목
적에 의한 경우나 그러할 만한 경우에 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199) 부정목
적으로 출원된 상표는 사용의사가 없거나, 타인이 사용함을 알고 특히 대리인이나 종업원이
었던 자가 출원한 경우, 영국에서 영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방해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사용
되고 있는 상표를 모방한 경우 및 상표가 저명한 타인의 성명이나 이미지를 동의 없이 형상
화한 경우 등으로 해석된다. 또한 제32조 제3항은 출원에는 상표권자 또는 그의 동의하에서
[제3자에 의해서 상표가] 사용되고 있거나 진정한 사용의사(a bona fide intention that it
should be so used)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00) 이에 반하여 EC의 Directive나
Regulation은 진정한 사용의사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제47조 제1항 제1호는 상표의 등록이 제3조나 본 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어느 조항이라도
위반한 것을 이유로 무효라고 선언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201) 제47조 제4항은 상표등
록에 있어서 부정목적(bad faith)이 있는 경우에, 심사관(Registrar)은 등록무효임을 구하기
위해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202) 결론적으로, 영국법상 부정목적
(bad faith)이 있는 경우에 등록무효사유로 하고 있는 바, 부정목적에는 모방상표도 포함된

196) 보통, 악의적으로 번역하여 사용하지만, 용어를 정리한다면, 우리의 경우, 악의적의 의미는 알고 있
다는 것이고, bad faith를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여기서는 사해적이라고 사용한다.
197) 최성우, 주제별 상표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00, 283면 참조.
198) UK Trade Marks Act 1994 Section 3(6).
199) “A trademark shall not be registered if or to the extent that the application is made in
bad faith”
200) Section 32(3)
“The application shall state that the trade mark is being used, by the Applicant or with his
consent, in relation to those goods or services, or that he has a bona fide intention that it
should be so used”
201) Section 47 (1)(1)
“The registration of a trade mark may be declared invalid on the ground that the mark was
registered in breach of Section 3 or any of the provisions referred to in that section”
202) Section 47(4)
“In the case of bad faith in the registration of a trade mark, the Registrar may himself apply to
the Court for a declaration of invalidity of the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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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할 수 있다. 영국상표법상 부정목적의 판단시는 출원시이다.203)

(2) 프랑스 상표법
1991년 법(프랑스 지적재산권법의 article L.712-6204)) (프랑스 법) Article 9(9조)의 부정
목적(bad faith)에 관한 조항이 있다. 제9조는 만약 어떤 상표가 제3장의 권리의 혹은 법적
인 혹은 계약적인 의무의 위반으로 기만적으로 등록된다면, 스스로 그 표장에 정당한 권리
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법원에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
만적인 등록은 상표의 등록 혹은 사용을 위한 다른 당사자의 계획을 방해하려는 것을 포함
한다. 프랑스 상표등록소(INPI)는 상표등록 심사시에는 부정목적이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는
다. 심사관은 어떤 새로운 출원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을 알 수도 있지만, 심
사의 목적을 위하여는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INPI는 출원인의 의도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부정목적이 있는지 문제는 등록절차에 관한 대상이기보다는 법원절차의 대상이다. 사실 프
랑스에서는 부정목적(bad faith) 보다는 기망행위(fraud)라고 볼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위 상표에 관한 제9조를 제정하기 이전부터 프랑스 민법을 근거로 기만적인
상표등록은 무효로 인정하고 있다.

(3) 독일 상표법205)
악의로 출원된 상표출원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1995년 1월 1일
발효된 독일 상표법 제50조 제1항 제4호에 처음 규정되었다. 이는 유럽상표지침 No.
89/104/EEC의 Art. 4 (4) lit. d)를 수용한 것이다.
독일 상표법 제50조 제1항 제4호는 출원시에 부정목적으로 출원한 경우(“4. where the
applicant was acting in bad faith when he filed the trade mark application.”)를 절
대적 거절사유로 규ᅟᅥᆽ아혀 EC Directive 나 다른 EC 회원국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독일
에서도 부정목적 출원여부는 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독일 상표법 제50조 제1항 제4호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상표출원에 이의를 제기
하는 효율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유명인사, 예를 들면 살아있거
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명인사의 이름과 동일한 상표를 수많은 종류의 상품과 서비스업에
203) HOTPICKS trade mark [2004] RPC 42.
204) article L.712-6 of the French Intellectual Property Code
205) http://www.jpo.go.jp/shiryou_e/s_sonota_e/fips_e/mokuji_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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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 출원하여 상표를 선점한 다음, 실제의 상표사용자에게 접근하여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소위 상표투기자에 대한 적절한 통제수단을 제공한다.

마. 일본 상표법
일본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를 거절이유로 규정하고 있
다.206) 외국에서만 저명한 상표를 모방한 출원의 경우에 신의칙에 반하고 통상마찰을 야기
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전에는 공서양속 위반규정을 적용하여 그 등록을 거절하
여 왔으나, 1997년 4월 1일 시행 개정법 이후부터는 국내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만 저명한
상표를 모방한 출원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와 같은 내용을 규정
하고 있다. 즉 일본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9호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 또는 용역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일본국내 또는 외
국에서 수요자 사이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서
부정한 목적(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 그 밖의 부
정한 목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사용하는 것(전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여 우리법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바. 미국 상표법
미국은 사용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출원주의를 취하는 국가들과는 다르게 부정목적(bad
faith)을 이해하고 있다. 미국에서 부정목적은 상표권의 발생기초가 되는 상표의 진실한 사
용과 관련되어 있다.
미국상표법은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표장 또는 제3자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표나 상호
와 유사한 상표로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또는 기망적인 경우에는 표장등록을 할 수 없
다.”고 규정하고 있다.207) 또한 15 U.S.C. 1052(e)(1)는 기망적으로 기술하는 상표
206) 일본상표법 제4조 제1항 제7호.
207) 15 U.S.C. § 1052(d)
to the best of the verifier’s knowledge and belief, no other person has the right to use such mark
in commerce either in the identical form thereof or in such near resemblance thereto as to be likely,
when used on or in connection with the goods of such other person, to cause confusion, or to cause
mistake, or to deceive, except that, in the case of every application claiming concurrent use, the
applicant shall―
(i) state exceptions to the claim of exclusive use; and
(ii) shall specify, to the extent of the verifier’s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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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ptively Misdescriptive Marks)의 경우에는 상표 부등록사유로 규정되어 있다.208) 그
러나 부정목적의 출원이 기망적으로 기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 사유의 적용은 어렵
다. 미국상표법은 잘못 기술(misdescriptive terms) 한다는 이유만으로 상표등록을 거절하
는 것은 아니다.209) 기망적으로 잘못 기술(deceptively misdescriptive)하여야 상표등록 거
절사유가 된다. 잘못 기술하거나 기망적으로 기술한다는 것은 상표와 상품과의 관계에서 발
생하는 것이므로, 상표출원에 있어서 상표출원자의 문제인 부정목적과는 구분된다.
오히려, 미국은 상표법보다는 판례에 의해서 부정목적(bad faith) 법리가 형성되었다. 물
론, 부정목적의 의미가 확고히 확립된 것은 아니다. 법원은 상품에 대한 사용 없이 출원된
부정목적에 의한 출원의 경우에는 선출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미국에서도 상표를 사
용할 진정한 의도가 있어야 상표사용으로 인정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상표의 선사용자가
있는 경우에 그 선사용자의 존재를 모르면서 상표를 사용한 경우에는, 진실한(good faith)
사용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확립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후속 사용자가 부정목적이 있지 않
는 한 진실한 사용으로 인정하기 시작하였다.210) 즉, 후속사용자가 선사용자에게 적대적
(“inimical”)이지 않는 한, 선량한(good faith) 사용자라고 하였다. 적대적이라 함은 선사용
자의 명성을 이용하거나, 선사용자의 상거래 확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들을 의미한
다. 이러한 원칙에서는 후속사용자가 선사용자의 상표사용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량한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최근의 일부 판례들은 선사용자의 상표사용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부정목적이 있다고 하지 않는다.211)
결론적으로, 미국의 경우 부정목적은 상표사용과 관련하여 상표사용자가 해당 상표의 선사
용자의 존재를 알고, 선사용자의 이익을 자신의 것으로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 부정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출원주의 입장에서 이해한다면, 선사용
자의 이익을 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출원하는 경우에 부정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법은 자신이 진정한 상표소유권자라는 사실의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아래는 사용사실에 의한 출원의 경우이다).

(I) any concurrent use by others;
(II) the goods on or in connection with which and the areas in which each concurrent use exists;
(III) the periods of each use; and
(IV) the goods and area for which the applicant desires registration.
208) 15 U.S.C. § 1052.
(e)(1) Consists of a mark which (1) when used on or in connection with the goods of the
applicant is merely descriptive or deceptively misdescriptive of them,
209) TMEP 1209.04 Deceptively Misdescriptive Marks.
210) United Drug Co. v. Theodore Tectanus Co., 248 U.S. 90 (1918).
211) GTE Corp. v. Williams, 904 F.2d 536 (10th Cir. 1990), cert denied, 498 U.S. 999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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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statement shall be verified by the applicant and specify that―
...
(D) to the best of the verifier’s knowledge and belief, no other person has the
right to use such mark in commerce either in the identical form thereof or in such
near resemblance thereto as to be likely, when used on or in connection with the
goods of such other person, to cause confusion, or to cause mistake, or to
deceive, except that, in the case of every application claiming concurrent use, the
applicant shall―
(i) state exceptions to the claim of exclusive use; and
(ii) shall specify, to the extent of the verifier’s knowledge―
(I) any concurrent use by others;
(II) the goods on or in connection with which and the areas in which each
concurrent use exists;
(III) the periods of each use; and
(IV) the goods and area for which the applicant desires registration.212)

3. 부정목적(bad faith)의 개념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EC 통합법에 따라 부정목적(bad faith)의 출원의 경우에 그 등록을
거절하거나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정목적의 개념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
다. 보통 부정목적(bad faith)은 인지(knowledge)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
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부정목적의 출원의 경우에는 타인의 선사용상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출원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부정목적의 출원의 경우에 출원자가 해당 출원상
표를 장래에 사용할 선량한 사용의사(bona fide intention to use)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서는 각 국가 마다 다르다. 장래에 선량한 사용의사가 없으면 등록이 거부되는 국가(영국,
미국)가 있는가 하면, 장래의 선량한 사용의사는 출원등록에 있어서는 필요 없다는 국가(덴
마크213))가 있다.
덴마크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사용되는 상표가 유명할 것(well known) 또는 알려질 것
(known)을 요구하지 않고, 덴마크에서 출원당시 또는 등록당시에 외국에서 동일 유사상표

212) 15 U.S.C. §1051.(a)(3)(D). 본 조항은 현재 상표를 사용하는 자(사용등록출원)에 대한 것이고, 상표
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즉 사용의사에 의한 등록의 경우에도 같은 내용의 규정이 있다. 15 U.S.C.
§1051.(b)(3)(D).(본문 및 해석은 p 27 표에 있음)
213) The Consolidate Trade Marks Act (No. 162 of February 21,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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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cal with or only insignificantly distinct)가 동일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
되었고, 그리고 계속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덴마크에서 당해 상표의 출원자가 외국의 해당
상표의 존재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214) 덴마
크의 이러한 조항은 국내출원자가 외국 상표권자의 대리인 등의 관계에 있었을 경우에 적용
될 수 있다.215)
영국의 많은 판례들은 일관하여 부정목적(bad faith)은 “....부정직(dishonesty) 그리고 ....
관계된 특정분야의 합리적이고 숙련된 사람에 의하여 준수된 수긍할 수 있는 상업적 행동의
기준에 미흡한 거래”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216) 또한
“나218)는

Section

3(6)이

출원인으로

하여금

217)부정목적에

그들의

상업적

대하여,
도덕성

(commercial morality)에 대한 무제한적인 평가를 인정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다. 그리고 나는 상표등록을 위한 출원에 관련된 진실성이 부족한 것이 그 자
체로 Section 3(6)의 목적을 위한 부정목적을 구성한다는 취지의 ....광범위한
일반적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219)
고 판시하여, 부정목적은 제한적인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는 DEMON ALE 사건220)에서

214) The Consolidate Trade Marks Act (No. 162 of February 21, 1997).
Section 15
...
(3) A trade mark shall, furthermore, not be registered if
(1) .......
(2) .......
(3) It is identical with or only insignificantly distinct from a trade mark which at the date of filing
of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r, where appropriate, of the priority claimed in respect of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has commenced to be used in another country and is still in
use there for goods or services which are identical with or similar to those for which the later
trade mark is sought registered, and the applicant at the date of the filing had, or should have
had, knowledge of the foreign trade mark.
215) EC Directive 8조 2항 참조, 우리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3호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다.
216) Gromax Plasticulture Ltd v Don & Low Nonwovens Ltd, R.P.C. (1999) 116 (10).
"...dishonesty and...some dealings which fall short of the standards of acceptable
commercial behaviour observed by reasonable and experienced men in the particular
area being examined."
217) Re CA Sheimer's Trademark Application , [2000] RPC 484.
218) 심판관- Appointed Person (필자 주).
219) "I do not think that Section 3(6) requires applicants to submit to an open-ended
assessment of their commercial morality and I do not accept the broad general
submission ...to the effect that lack of veracity in connection with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is sufficient per se to constitute bad faith for the purposes of Section 3(6).“
220) In the case of DEMON ALE trademark, RP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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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바와 같이, 부정직(dishonesty)이 부정목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목적은 부정직을 포함
한 더 넓은 의미이지만,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위 결정을 심리
한 심판관 Hobbs는 유명상표를 위한 상대적인 거절근거 규정인 영국상표법 제5조 제3
항221)과 부정목적을 규정한 제3조 제6항의 연결을 명백하게 보았다. 본질적으로, 그는 제5
조 제3항 판결은 반드시 제3조 제6항의 판결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그 외 MICKEY DEES (NIGHTCLUB) Trademark222) 사건에서, Section 3(6)하에서 출원
하려는 상표에 대하여 진실한 사용의사(bona fide intention to use)가 없다는 이유로 상표
등록을 거절하였다.
유럽공동체에서는 In re Senso di Donna’'s Trade Mark 사건223)에서
부정목적은 CTMR(the Community Trade Mark Regulation) 체제하에서는
매우 좁은 개념이다. 부정목적은 Good faith의 반대개념으로서 실제적으로 또
는 묵시적(추정적)으로 기망(fraud), 다른 사람을 호도하거나 속이는 것, 또는
다른 사악한 동기를 의미하거나 이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개념적으
로 부정목적은 부정직한 의도(‘'dishonest intention’')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부정목적이 출원시에 CTM의 출원인의 일부의 의도에 정직성(honest)이 결여
된 부정한 경쟁(unfair practice)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 만일
당사자가, 각자의 거래에 관한 증거를 예로 들어, 접촉하고 있었다는 것이 입
증되고 한 당사자가 다른 상대방의 상표(brand)로 구성된 표장을 CTM에 출원
한 경우에 부정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부정목적의 의
미에 따라 판단한다면 Senso di Donna Vertribes-GmbH 사가 부정직하게
(dishonestly) 행위한 것 또는 유사한 행위를 한 것 또는 부정경쟁 등에 관련
된 것에 대한 증거가 없다.224)
221) 영국 상표법 제5조 제3항은 유사상표에 관한 규정이다.
(3) A trade mark which—(a) is identical with or similar to an earlier trade mark, and
(b) is to be registered for goods or services which are not similar to those for which the
earlier trade mark is protected,
shall not be registered if, or to the extent that, the earlier trade mark has a reputation in the
United Kingdom (or, in the case of a Community trade mark, in the European Community)
and the use of the later mark without due cause would take unfair advantage of, or be
detrimental to, the distinctive character or the repute of the earlier trade mark.
222) MICKEY DEES (NIGHTCLUB) Trademark[1998] RPC 359.
223) In In re Senso di Donna’'s Trade Mark [2001] ETMR 38.
224) ‘'17. Bad faith is a narrow legal concept in the CTMR system. Bad faith is the opposite
of good faith, generally implying or involving, but not limited to, actual or constructive
fraud, or a design to mislead or deceive another, or any other sinister mo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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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에서 부정목적은 기망적인 것을 의미하지만, 반드시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본 판결의 취지이다. 따라서 부정직한 것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거래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상표를 출원한 것도 부정목적에 포함된다. 또한 부정경쟁행위(unfair competition)도 이에
부정목적으로 인정된다.

부정목적(bad faith)은 불확정 개념이다. 부정목적과 신의성실

(good faith)은 서로 상치되는 개념이다.

4. 부정목적에 대한 사례
가. 영국사례
(1) VISA 사건225)
C A Sheimer (M) Sdn Bhd 라는 회사가 VISA 상표를 콘돔과 피임약으로 상표등록226)을
하자, VISA 상표(서비스표)를 금융서비스에 사용하는 Visa International이 영국 상표법 제
46조에 의해서 상표불사용을 이유로 심판을 제기하여 상표등록을 무효로 하였다. 이에 같은
상표를 같은 상품에 재출원하여, Visa International이 다시 위 상표등록출원에 1994년 영
국 상표법 제3조 제6항에 근거하여 부정목적 출원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였다.
Visa International은 출원인이 출원인의 상품에 유명상표를 사용하여 자신의 상품을 유명
하게 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Visa International의 상표와 동일하므로 비록 이
종상품에 사용하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선사용상표인 VISA의 식별력과 유명성을 이용하
려고 한 것이므로, 영국 상표법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심판관은 VISA의 출원인이 VISA 상표의 유명성을 이용하여 자신의 상품을 알리려고 하는
Conceptually bad faith can be understood as a ‘'dishonest intention’'. This means that
bad faith may be interpreted as unfair practices involving lack of any honest intention
on the part of the applicant of the CTM at the time of filing. Example: if it can be shown
that the parties concerned had been in contact, for instance at an exhibition on the
respective trade, and where then one party filed an application for a CTM consisting of
the other party’'s brand, there would be reason to conclude bad faith. In this case,
however, according to the meaning of the term ‘'bad faith’' there is no evidence that
Senso di Donna Vertribes-GmbH was acting dishonestly, or that they intended any similar
act, or were involved in unfair practices or the like’'. Id 44.
225) Re CA Sheimer's Trademark Application , [2000] RPC 484. 본 사건은 부정목적 뿐만 아니
라 문제된 상표간에 유사성이 인정되어 무효가 되었다.
226) 영국 상표등록번호 1,22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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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출원인의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사용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사용자
의 상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시킬 것이므로, 부정목적의 출원으로 판단하였다.

(2) DEMON ALE 사건227)
상표등록출원인(Jack Moore)은 “lemonade”의 철자순서를 바꾼(anagram) "DEMON
ALE"을 맥주에 대한 상표로서 상표등록 출원하였다. 출원인은 맥주에 대하여 위 상표를 사
용할 의사는 없었지만, 알콜음료의 제조자가 위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
표등록 출원을 하였다. “BIERE DU DEMON” 라는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이의신청인은 부
정목적(bad faith) 출원의 경우에 상표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1994년 영국상표법
제3조 제6항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거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심판관은 출원인의 진정
227) In the case of DEMON ALE trademark, RP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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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표사용의사(bona fide intention)가 없었음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용의사가 없는 것은
영국 상표법 제3조 제6항의 부정목적 출원이 된다고 결정하였다. 부정목적출원은 출원인이
정당하지 못한 의도나 행위가 없더라도 인정된다(“A finding of bad faith could be fully
justified even in a case where the applicant saw nothing wrong with his own
behaviour.")고 판시했다. 부정목적이란 도덕적 의미("moral overtones")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의무, 채무, 금지, 또는 요구 등 출원인을 구속하는 것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부정목적으로 인정되어 상표출원이 거절될 수 있다고 한다.228)
DEMON ALE 사건은 부정목적을 해석하기 위하여, 다른 사건229) 결정문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나는 이러한 맥락에서 부정목적(bad faith)을 정의하지 않겠다. 간단히 말하면
부정목적은 부정직(dishonesty), 그리고 본인이 판결하는 것과 같이 현재 쟁점
이 되는 분야에서 합리적이고 경험 있는 전문가(reasonable and experienced
men)가 인정할만한 상거래의 기준(the standards of acceptable commercial
behaviour)보다 무척 못 미치는 것을 포함한다. 의회는 현명하게도 부정목적이
무엇인지 그렇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
리고 부정목적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해석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 아
닌

법의

문구에

의해서

해석되고

정황("all

material

surrounding

circumstances")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다.
즉, 부정목적은 도덕 위반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부정직(“dishonesty”)과
상도덕(“the standards of acceptable commercial behaviour”)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하고 있다. 또한 정황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230)

(3) Harrison v Teton Valley Trading Co Ltd (CA)
본 사건에서 상표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인은 “CHINAWHITE” 라는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고,
“CHINAWHITE” 라는 칵테일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었다. 실제로 칵테일을 만들던 종업원이
상표출원인에게 접근해서 칵테일 만드는 방법과 상표에 대한 정보를 주었다. 출원인은 바로
맥주와 과일음료(32류)와 칵테일을 포함한 알콜음료(33류)에 대한 상표로 “CHINAWHITE”
를 출원하였다.
228) In the case of DEMON ALE trademark, RPC 345 사건 결정문 20-21.
229) In Gromax Plasticulture Ltd v. Don & Low Nonwovens Ltd [1999] RPC 367.
230) Harrison v Teton Valley Trading Co Ltd (CA) [2004] 1 WLR 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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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인은 영국 상표법 제3조 제6항("A trade mark shall not be registered if or to
the extent that the application is made in bad faith.")을 근거로 부정목적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의를 제기했다. 심판관은 부정목적은 해당분야에서 합리적이고 경험 있는 전
문가(reasonable and experienced men)가 인정할만한 상거래의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지 여부(“whether, having regards to the facts, the application fell short of
acceptable

commercial

behaviour

found

by

reasonable

and

experienced

individuals in the particular field in question.”)라고 판단했다. 그리하여 출원인은 그
종업원이 이의신청인에게 고용된 사실과 신청인의 사용상표인 “CHINAWHITE”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출원인의 상표출원은 부정목적(bad faith)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
했다.
본 결정에 대해서 법원에 항소했으나 판사는 기각했다.231) 다시 그 기각판결에 대해서 상
고했다. 상고심에서 출원인은 부정목적(bad faith)은 부정직(dishonesty)한 것이라고 하여야
하고, 자신은 그 종업원이 그 상표에 대한 권리자라고 확실히 믿었으므로, 자신은 출원인의
주관적 상태가 필수적인 요소인 신의성실(good faith)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부정목적
(bad faith)은 출원인의 주관적인 인식이나 상태에 의해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지가 쟁점
이 되었다.
그러나 법원은 출원인의 주관적인 인식이나 상태에 의해서만 부정목적을 판단하는 것은 아
니라고 하였다. 법원은 만일 부정직(dishonesty)한 것이 부정목적(bad faith) 이라고 하면,
법이 명시적으로 “부정직(dishonesty)”라고 규정하였을 것이지, “부정목적(bad faith)”이라
고 규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부정직(dishonesty)은 부정목적이 될 수 없다
고 한다. 다만, 부정직(dishonesty)한 것은 부정목적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부정목적은 부정직(dishonesty)한 것에 제한되지 않고, 출원인
의 다른 행동을 포함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
법원은 부정목적은 정신적인 상태를 포함하므로, 출원인의 모든 정황이 고려될 수 있다고
하였다. 출원을 하겠다는 결정이 상식을 가진 사람(persons adopting proper standards)
의 관점에서, 부정목적에 의하여 출원되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법원은 본 사건에서 출원인과 종업원은 상표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
했고, 출원인은 이의신청인이 자신의 나이트클럽에서 “CHINAWHITE” 칵테일을 판매하는

231) Harrison v Teton Valley Trading Co Ltd (CA) [2002] All ER (D) 321 (D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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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출원인이 상표등록을 출원한 것은 이의신청인이 상표사용을 하
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인 권리를 취득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결
국, 출원인의 상표출원은 부정목적(bad faith)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출원인의 상소
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즉, 본판결은 부정목적(bad faith)를 주관적 요소와 객관적 요소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서, 주관적으로 아무런 의도가 없다고 하여 부정목적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
다. 그리고 외국의 유명상표가 영국 내에서 사용되거나 등록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영국에서 등록출원하는 경우에는 부정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232) 그 외 부정목적에 대하
여 다룬 영국 판결은 아래와 같다.
사
Reef

trade

건

요

mark

[2002]

RPC 19.
Laboratoire

약

의류에 대한 유명 팝그룹의 이름을 팝그룹에 관련된 프로모션
상품이나 기념품(노벌티 상품)에 관련되어 등록출원하더라도 상
표의 사용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 부정목적 부인함.

De

La

Mer

trade marks [2002] ETMR
34, [2002] FSR 51

실제 사용할 의사가 있는 범위보다 더 많은 범위의 상품에 출원
을 한 경우에는, 부정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부정목적
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정당한 영업의 자연적 범위내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나눌 수 있는 범위가 존재함.
FIANNA FAIL, FINE GAEL 및 SINN FEIN를 영업관리업과 식

Melly's

trade

mark

application;

Oppositions

of

Fianna Fail and Fine Gael
[2008] ETMR 41.

료품을 상품으로 하여 출원, 정치정당인 Fianna Fail and Fine
Gael이 이의를 제기함. 출원인은 위 정당과 협상할 목적으로 위
상표등록출원을 함. 심판관은 출원인은 상대방 정당으로 하여금
상표침해의 위험성에 노출시켰고, 상업적 사용에 있어서 경제적
우위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라이센스 조건에서 정당에 대한 정
치적 통제를 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정목적이 있다고 판시함.

나. 유럽공동체 판결: Chocolate Bunnies 사건233)
본 사건은 유럽공동체 상표법상 처음으로 부정목적(bad faith)에 대하여 판단한 사건으로,
유럽공동체법원은 출원주의 하에서 출원자는 신의성실(bona fide)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
였다. 1930년 이래 많은 업체들이 부활절(Easter)에 다양한 모습의 초콜렛 토끼를 만들어
판매하였다. Lindt 회사도 1950년대 이래로 특정한 모습의 부활절 초콜렛 토끼를 만들어
232) Rawhide trade mark [1962] PRC 133. Amanda Michaels, A Practical Approach to Trade
Mark Law, 45(2.141)(4th ed.).
233) Chocoladefabriken Lindt & Sprűngli AG v. Franz Hauswirth Gmbh, Case-529/07, [2009]
ETMR 56, 11 Jun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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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하였다. 1994년 이후에는 오스트리아에도 진출하여 초콜렛 토끼를 만들어 판매하였다.
2000년에 위 회사는 목에는 빨간 리본과 방울을 두른 금색의 입체모양의 토끼에 “Lindt
Goldhase" 라고 새긴 입체상표를 유럽공동체 상표청에 등록하였다. 유럽공동체상표청에 상
표등록전에 Lindt 사는 동일한 모습의 토끼를 판매하는 다른 회사들에게 소송을 제기하였으
나, 유사한 토끼 판매자에게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Lindt 사는 Franz Hauswirth 사
에 대하여 상표침해소송을 제기하였고, 오스트리아 법원은 동일한 모습의 토끼가 아닌 유사
한 모습의 토끼 입체상표에 혼동발생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피고회사인 Franz
Hauswirth 사는 Lindt 사의 상표등록이 부정목적에 의한 것이라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 Lindt & Sprűngli 사 상표]

[Hauswirth 사 상표]

오스트리아 법원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유럽공동체재판소(ECJ)는 부정목적의 출원인지 여
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출원시234)라고 하였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법원은 제3자가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상표등록을 하여 제3
자로 하여금 상표를 계속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부정목적에 의한 출원이라고 하였다.
ECJ는 이러한 경우에 알고 있다는 것(knowledge)은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3자가 해당상표를 사용한 기간과 관련 사항에 대한 일반적 지식으로부터 판단할 수 있다
고 하였다. 제3자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정목적을 인정하기에 부
족하고, 주관적 요소로 그의 의도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235)
그러나 등록할 상표의 사용의사 없이 CTM에 상표출원한 경우에는,236) 출원의 목적은 제3
234) Alcon Inc. v OHIM, Case C-192/03[2004] ECR I-8993, [2005] ETMR 69.
235) Lindt사는 다른 사건에서 Spruengli 사를 제소하였으나, 2012년 5월 24일 ECJ는 Lindt 사의 상표
가 식별력이 없다고 판시하여 본 사건(Hauswirth)과는 다르게 판시하였다. C-98/11 P
Chocoladefabriken Lindt & Spruengli v OHIM 사건 참조. 관련 기사는
http://www.telegraph.co.uk/finance/newsbysector/retailandconsumer/9290567/Lindt-loses-chocolate
-bunny-trademark-case.html 참조. (2012. 8.8. 마지막 방문).
236) Chocoladefabriken Lindt & Sprűngli AG v. Franz Hauswirth Gmbh, 판결문 44 단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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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정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
다.237)
즉, 새로운 경쟁자로부터 자신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출원하는 것은 합법적인 것이지
만, 만일 등록의 목적이 자신의 상표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식별력을 취득한 경쟁자와 불공
정하게 경쟁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표를 등록한 것이라면, 부정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238)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부정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EC 회원국 법원은 다음
의 사유를 고려하여 부정목적을 판단하여야 한다.239)
1) 출원인이 등록하고자 하는 표장과 동일한 또는 유사한 표장을 제3자가 사용하고 있는지
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
2) 제3자가 지속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출원인의 의도가 있었는지,
3) 제3자의 사용상표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정도와 등록을 시도하는 상표가 법적으로 보호받
는 정도

다. 프랑스 판결

(1) QUASER 사건240)

Quaser Sportsgoods 사는 스포츠 의류를 지칭하는 상표 "Quaser"를 등록하였다. 그 후
에 Quaser Sportsgoods 사는 그 후에 등록된 M Khanh이라는 스타일리스트에 의한 상표
"Quasar"와 "Quasar Khanh"을 발견하였다. Quaser Sportsgoods 사는 상표 "Quaser"의
등록이 무효라고 반대로 주장하는 M Khanh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판사는 디자이너인 M. Khanh은 "Quasar", "Quasar Khanh", "Quassar" 혹은

"Casar"

이름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람이고, Quaser Sportsgoods 사가 M. Khanh의 이름과 동
“That is in particular the case when it becomes apparent, subsequently, that the applicant
applied for registration of a sign as a Community trade mark with-out intending to use
it, his sole objective being to prevent a third party from entering the market.”
237) Amanda Michaels, A Practical Approach to Trade Mark Law, 44 (2.133)(4th ed.). Spyros
Maniatis Dimitris Botis, Trade Marks in Europe: A Practical Jurisprudence, 316 (2006).
238) Amanda Michaels, A Practical Approach to Trade Mark Law, 45 (2.142) (4th ed.).
239) Maniatis Dimitris Botis, Trade Marks in Europe: A Practical Jurisprudence, 317 (2006).
240) Cour de Cassation, chambre commerciale, 15 oct.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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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표장의 등록에 의하여 그 원래의 이름으로부터 이득을 얻으려고 하였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므로 악의에 의한 등록은 무효라고 판단된다.

(2) FRUITANCE 사건241)
Frojd-Pélissier는 자신이 등록한 상표 "Fruitance"로 제품을 판매한 Reckitt & Colman
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법원은 Reckitt & Colman으로 하여금 상표침해에 대한
손해액을 Frojd-Pélissier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Reckitt & Colman은 항소하였다. 파리항소법원은 Frojd-Pélissier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표 "Fruitance"를 기만적으로 등록하였다고 하였다. 상표 "Fruitance"라는 이름으로 소비
자들에게 판매된 제품은 Reckitt & Colman에 의하여 소비자들에게 알려졌고, Reckitt &
Colman가 상품에 대해서 광고한 후 실제로 상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Frojd-Pélissier
이 상표등록을 하였다. 다만, Fjord-Pélissier는 상표 "Fruitance“로 상품을 판매하지 않았
다. Fjord-Pélissier는 Reckitt & Colman에게 등록상표의 이전을 제의하였다. 법원은 이러
한 요소들에 의하여 Reckitt & Colman에게 손해를 주기 위한 Fjord-Pélissier의 기만적인
의도를 알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그 등록은 악의에 의한 것이다.

라. 독일 판결 : Classe E 사건
1992년 12월 24일 프랑스에서 개인에 의한 상표 “Classe E”의 출원이었다. 스위스와 독
일을 포함하는 IR표장은 1993년에 이 개인에 의하여 출원되고 등록되었다. 독일에서 상표등
록 이후에, 그 개인은 DaimlerChrysler AG 사로 하여금 차량을 위한 상표 “E-Klasse”의
사용을 위한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 당시에 DaimlerChrysler AG 사
는 “E-Klasse”에 대한 상표권을 가지지 못하였다.
연방대법원은 프랑스인 개인은 DaimlerChrysler AG 사에 대하여 권리를 남용하는 방식
으로 상표 “Class E”에서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판결하였다. 이것은 프랑스 개인에게
DaimlerChrysler AG 사와의 라이센스 계약을 위하여 표장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마. 미국판결 : DURAFLAME 사건
California Cedar Products Co. v. Pine Mountain Corp. 사건242)에서, 두 회사가 포기
241) Cour d'Appel de Paris, 4eme chambre, 10 March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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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상표인 DURAFLAME를 취득하기 위해 경쟁했다. 한 회사는 과거 상표를 사용했던 회사
의 포장에 자신들의 상표를 표기하여 판매하였다. 다른 회사는 경쟁회사가 판매한 이틀 후
에 DURAFLAME 상표를 사용한 진실한(bona fide) 의도로 상품을 판매했다. 법원은 첫 번
째 판매를 부정목적에 의한 상표이므로, 진정한 상표사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상
표를 저장하기 위한 것은 금지되었으므로, 최초의 상표사용자는 진정한 판매자라야 하고 진
정한 사용자가 권리를 취득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여러 판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5. 우리법상 악의적 모방상표 규제

가. 현행 우리법제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와 제12호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4.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12.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
적 표시를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현재, 우리상표법상 악의적 모방상표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연혁적으로 제4호에 모방상표가 적용되는지 논란이 있었다.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현재의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 따르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가 모방상표에 적용되는 경
우는 국내에서 저명한 상표를 모방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제7조 제1항 제4호는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
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를 규정
242) California Cedar Products Co. v. Pine Mountain Corp., 724 F.2d 827 (9th Cir.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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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나, 본 조항은 악의적 모방상표를 목적으로 제정된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현재
대법원 판결의 법리로 살펴보면, ① 상표의 구성 자체로 보아 공서양속에 위반된 경우, ②
상표의 구성 자체만으로는 공서양속에 위반되지 않지만 그 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
우에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나 내용이 공서양속에 위반된 경우,243) ③ 극히 예외적으로
상표의 구성 자체가 아닌 국내에서 주지·저명한' 인용상표를 모방하여 상표의 선택 과정이
나 동기를 문제 삼아 공서양속을 적용하는 경우244)로 나뉘어 진다.
2007년 개정 전에 본 호는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
표” 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현재의 규정으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모방상표에 대하여 2007년 개정 전에 위 제4호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적극설과
소극설이 있었다. 적극설은 “공공의 질서”의 의미에 상표법 질서는 물론이고 독점금지법,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불법행위법상의 공정한 경쟁질서도 포함된다고 넓게 해석하여,
그러한 법원칙에 위반된 상표출원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였다.245)
소극설은 어떤 표장이 공서양속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사회의 거래실정 및 도덕관념의 변화
에 따라 상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이는 일반 형법이나 민법상의 개념과는 별도로 상표
법 입장에서 독자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상표법은 선출원에 의한 출원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여 미등록상표라도 일정한 경우 사용에 의하여 특정인의 상표라고 널리 알려
진 경우에는 타인의 상표등록을 배제하는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상표법 제7조 제1항 제
9호 내지 제12호), 출원주의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당연히 인용상표의
주지·저명성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지·저명하지 않은 상표를 모방한 상
표에 대해서 공공의 질서에 위반된다고 취급하는 것은 상표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246)
대법원은
인용상표가 주지·저명하지 아니하다면 이를 모방하여 지정상품을 달리하여 출원
한 것 자체만으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243)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후1878 판결. 한문자와 도형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이거나 도형상표
로서 그 표장의 구성이 일견하여 부적을 표시한 표장임이 분명한 출원상표는 부적 그 자체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부적이 국민들의 의, 식, 주 생활의 일부를
이루는 지정상품인 신사복, 아동복, 속내의, 양말, 모자, 혁대, 버클, 수건 등의 상표로 사용되어 판매
되는 경우 그 부적의 소지만으로 악귀나 잡신을 물리치고 재앙을 막을 수 있다는 비과학적이고 비합
리적인 사고를 장려하거나 조장하는 행위가 될 것이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의 추구 및 근면성실
이라는 사회윤리를 저해하게 되어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
244) 대법원 1997. 10.1 4. 선고 96후2296 판결. 대법원은 "인용상표가 주지, 저명하지 아니하다면 이를
모방하여 지정상품을 달리하여 출원한 것 자체만으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245) 송영식 외 2인, 지적소유권법 제8판(2003), 134면.
246) 최성우, 주제별 상표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2000), 1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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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인용상표가 주지·저명하다는 것은 국내에서 주지·저명한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인용상표가 주지·저명하지 아니하다면 이를 모방하여 지정상품을 달
리하여 출원한 것 자체만으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는 없으며, 여기서 인용상표가 주지·저명하다는 것은 국내에서 주지·저명한 것을
말한다.”247)
고 하여, 외국에서 주지·저명한 인용상표들을 모방하여 동일·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상표출원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해당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
다고 하였다. 나아가 대법원은 “고의로 주지·저명한 타인의 상표나 상호 등의 명성에 편승
하기 위하여 무단으로 타인의 표장을 모방한 상표를 등록 사용하는 것처럼 그 상표를 등록
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공정한 상품유통질서나 국제적 신의와 상도덕 등 선량한 풍속에 위배
되는 경우도 포함된다."라고 판시하여, 외국에서는 주지·저명하지만 국내에서는 주지·저명하
다고 할 수 없는 상표를 모방한 상표도 공서양속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했다.248)
그러나 대법원은 "인용상표가 주지·저명하지 아니하다면 이를 모방하여 지정상품을 달리하
여 출원한 것 자체만으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여기
서 인용상표가 주지·저명하다는 것은 '국내'에서 주지·저명한 것을 말한다."라고 인용상표의
주지성의 지역적 범위를 '국내로' 명확히 하였다.249) 또한 대법원은 국내에서 주지·저명상표
를 모방한 상표만이 제4호의 적용대상이라는 입장이다. 즉 대법원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상표의 구성 자체 또는 그 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
용되는 경우에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나 내용이 사회공공의 질서에 위반하
거나, 사회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고 할 것인바, 대상상표가 주지·저명하지 아니하다면 이를 모방하여 출원한 것
자체만으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여기서
대상상표가 주지·저명하다는 것은 국내에서 주지·저명한 것을 말한다.250)
고 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판례들은 주지상표 뿐만 아니라 저명상표가 인용상표로 언급하
고 있다.
당사자 사이의 상도덕이나 신의칙 위반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247) 대법원 2002. 7. 9. 선고 99후451 판결.
248)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7후3623 판결; 대법원 2000. 4. 21. 선고 97후860, 877, 884 판결.
249) 대법원 2002. 7. 9. 선고 99후451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후1669;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후2563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후1362 판결.
250) 대법원ﾠ2004. 5. 14.ﾠ선고ﾠ2002후1362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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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를 등록 사용하는 행위가 특정한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을 위반하거
나 특정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
도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위 법조항 소정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중략)... 피고들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등록과 그 상표권의 행사가 원고나 소외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도덕이나 신의칙에 위반되었다고 할 수는 있지만, 피고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 등록한 행위가 위 특정 당사자 이외의 자에 대한 관계
에서도 일반적으로 상도덕이나 신의칙에 위반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251)
고 하여, 주관적인 상도덕이나 신의칙 위반에 대해서는 제4호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
였다. 그리고 대법원은 (국내에서) 주지·저명하지 아니하다면 이를 모방하여 출원한 것 자체
만으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252)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주지상표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되는데, 앞서 본 대법원판례들은 저명상표 뿐만 아니
라 주지상표도 포함한다는 취지였으나, 그 이후에는 저명상표만이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
다. 대법원은
특정 상표가 국내에서 저명하지 아니한 이상 그 상표를 모방하여 출원, 등록한
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
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253)
고 판시하여, 오로지 인용상표가 '저명상표'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판시했다. 또
한 대법원은 “고의로 저명한 타인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나 상호 등의 명성에 편승하기 위하
여 무단으로 타인의 표장을 모방한 상표를 등록 사용하는 것처럼 그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
하는 행위가 일반적으로 공정한 상품유통질서나 국제적 신의와 상도덕 등 선량한 풍속에 위
배되는 경우를 말한다.”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254)
251)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후1267 판결(원심판결은 특허법원 2004. 3. 26. 선고 2003허6739
판결). 본 판결에 따른 특허법원 판결로는 2006. 5. 12. 선고 2005허10657 판결 참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후1267 판결은 파기환송 후에 재7조 제1항 제11호 사유를 주장하였고, 특허법원은
이를 인정하였다. 특허법원 2006. 7. 6. 선고 2006허2424 판결, 그 외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상
표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이 있었는데, 서울고등법원은 권리남용으로 인정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4. 1.
6. 자 2003라426 결정).
252) 대법원ﾠ2004. 5. 14.ﾠ선고ﾠ2002후1362ﾠ판결.
253)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후2563 판결.
254)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후12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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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제1항 제4호 적용여부]
상표구분
외국에서 주지저명한 것
국내에서 주지저명하지 않은 것
인용상표가 “저명상표”인 경우

결론
제4호 적용 없음(99후451)
제4호 적용 없음 (2002후1362)
적용 (주지상표 제외) (2002후2563)
당사자사이의 상도덕 위반은 제3자에 대한 상도덕위반

독점판매권자였던자가 본인의 상표출원

이 아님
제4호 적용 없음 (2004후1267 )
인용상표가 “국내”에서 “등록여부결정시”를 기준으로

결론

“저명”한경우에만 적용한다.

[제7조 제1항 제4호 적용여부]
상표구분

결론

국내 주지상표

적용없음 (2002후2563)

국내에서 주지에 못미치는 상표

적용없음 (2002후1362)

상표를 등록·사용하는 행위가 특정한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
상표를 등록·사용하는 행위가 특정인에 대한 관계에
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
국외에서 주지 또는 저명

적용없음 (2004후1267)

적용없음 (2004후1267)
적용없음 (99후451)

그런데, 위 판결은 2007년 개정전에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규정하던 당시의 판결인데, 대법원은 본 조항의 의미를 “상표의 구성 자체
또는 그 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에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나 내용이 사회
공공의 질서에 위반하거나, 사회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를 말한다고 할 것”라고 판시하고 있고, 현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도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라고 하여, 대
법원의 판결의 해석과 같이 법조문을 변경하였다. 따라서, 현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가 모방상표에 적용되는 경우란, 위 대법원판결(대법원ﾠ2004. 5. 14.ﾠ선고ﾠ2002후1362ﾠ판
결)과 같이 국내에서 저명한 상표를 모방한 경우로 제한될 것이다. 특허법원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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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서 말하는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은, 법률의
전체계를 지배하는 이념으로서의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근본적으로 같은 개념으로 이를 상표법상의 상표부등록사유라는 측면
에서 규정한 것으로 볼 것인바, 위 규정에서 ‘선량한 풍속’이라 함은 사회 일반
적인 도덕관념인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률을, ‘사회질서’라 함은
국가사회의 공공질서 내지 일반적 이익을 각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선량
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즉 사회적 타당성)는 사회의 거래실정 및 도덕관념의
변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또 어떤 행위가 이에 위배되는지 여
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행위 내용의 사회적 타당성의 유무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 및 그 행위의 내용이 사회적 타당성에 위
반된다고 판단케 하는 기초사정의 존재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 등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공공의 질서’ 내지
‘공서양속’은 사회공공의 이익, 일반사회의 질서로서 공정하고 신용있는 상거래
질서 및 국제신뢰질서를 포함하는 의미로서 상표법 질서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불법행위법의 질서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어떤 모방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거래자 또는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표라고 현저하게 인식될 수 있는 정도로 알려져 있고 또 상표권자의 선전,
광고 및 다년간의 지속적인 사용을 통하여 영업상 신용이나 고객흡인력 등의
무형적 가치가 축적된 상표를 모방한 경우, 그 모방상표의 사용행위는, 그 모
방의 대상이 되는 상표에 무임승차하여 그 상표의 이미지를 참칭함으로써 그
상표가 가진 강력한 표창력을 희석함으로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을 해치
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특히 상표는 개성화된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고 상
품출처의 혼동을 방지함으로써 상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기능을 가질 뿐만 아니
라 상표자체가 갖는 이미지를 통한 광고선전기능을 가지고 있어 상표소유자는
상표 자체의 광고를 통하여 상품을 선전하고 그 수요를 창조, 촉진할 수 있는
관계로 이를 위하여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다는 점에서 주지·저명상표의 광고적
가치를 공서양속에 반하여 부정이용하거나 양질의 표상을 지닌 상표가 가지는
심리적인 긍정적 연상작용을 오염, 침식하는 등 상표의 이미지 내지 고객흡인
력을 희석화하는 경우에도 상표의 광고적 기능은 훼손되게 되어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을 해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상적인 상거래질서도 저해할
염려가 있어 이를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고, 이러한 부정한 또
는 부도덕한 상표출원자에게 독점배타권을 설정한다는 것은 법의 정의감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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긋날 뿐만 아니라 상품유통질서 또는 경업질서의 공정을 꾀하여 수요자의 이익
을 보호하려는 상표제도의 본래의 목적에도 반하며, 특히 그 모방의 대상이 되
는 상표가 외국인의 것인 경우에는, 우루과이 라운드 이래 국경 없는 무역거래
로 국제환경이 급변하는 오늘날의 국제현실에 비추어 볼 때 모방상표의 출원을
허여할 경우 여러 외국과의 무역마찰을 초래하여 국제상거래질서를 훼손하게
할 염려가 있음은 물론 국제적인 신뢰를 떨어뜨려 국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
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이러한 모방상표의 출원자는 출원 당시 모방상표를 출
원하여 사용하는 것이 앞서 본 바와 같은 반사회적인 행위라는 사정을 인식하
면서도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의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하는 것으로 보
아야 할 것인바, 이러한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상표법이 미등록
의 미주지의 상표에 저촉되는 상표의 출원에 대하여 특허법이나 실용신안법에
서와 같이 모인출원을 위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이를 선원주의
에 따라 등록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모방상표의 출원은
그 상표출원자가 출원 당시에 이미 선사용자의 가치 있는 점유상태의 존재를
알면서 그 모방의 대상이 되는 상표의 축적된 무형적 가치(GOODWILL)에 무
임승차(FREE RIDE)하여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출원한다는 점에서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경쟁질서는 물론 일반사회의 질서로서 공정하고 신용있는
상거래질서 및 국제신뢰질서에도 반하므로 공서양속 위반의 형태로 출원하는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255)
255) 특허법원ﾠ1998. 6. 11.ﾠ선고ﾠ98허1099ﾠ판결. 같은 취지의 판결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서 상표 부등록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중략)... 그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공정한 상품유통질서나 국제적 신
의와 상도덕 등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하는 행
위가 선량한 풍속에 위배됨으로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에
대비되는 타인의 상표가 주지·저명하여야 하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
다. 즉,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는 상표의 부등록사유로 단순히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어떤 상표가 타인 상표를 모방한 경우에 있
어서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타인 상표의 주지·저명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어서 타인 상표의 주지·저명 여부는 그 타인 상표를 모방한 상표가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지 여
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타인의 상표가주지·저명하
지 아니하다면 그 타인의 상표를 그대로 모방하였다는 것만으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될
여지가 없을 것이지만, 타인의 상표를 모방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하는 행위자체가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타인의 상표의 주지·저명 여부와 관계없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
.......(중략)....... 이 사건 등록상표는 피고 조성덕이 이중희에게 원고 상표의 사용상품과 관련제품에
관한 국내 수입권과 독점권 및 엠엠에이 주식회사의 영업일체를 유상으로 양도하고도 원고상표가 국
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원고 상표를 모방한 이 사건 등록상표를 등록하여 국내에서 원고
상표의 사용상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중희로부터는 자신이 양도한 원고 상표의 사용상품에
대한 국내 수입권과 독점권을 빼앗아오고 원고에게는 원고 상표의 사용상품에 관한 국내 수입독점계
약을 강요하기 위하여 출원, 등록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 오민선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
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는 선행상표의 주지·저명 여부를 떠나 상표법 제7
조 제1항 제4호에서 상표의 부등록사유로 들고 있는 공정한 상품유통질서나 상도덕 등 선량한 풍속
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한 판결이 있다. 특허법원 2004. 3. 26. 선고 2003허6739 판결.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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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여, 공서양속 위반에는 부정경쟁행위도 포함되고, 모방상표의 범위에는 그 상표가
국내외에서 주지저명하지 않은 외국상표도 포함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특허법원의
입장도 대법원 입장과 같이 정리되었다고 할 수 있다.256)
특히, 2007년 제4호의 문구가 모방상표를 제외하던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라는 객관적인 사유로 변경되어, 제4호는 앞서본
바와 같이 국내에서 저명한 상표를 모방한 모방상표에만 적용이 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
다.
특허청의 심사실무는 원래 국내외에서 저명하지 않은 모방상표도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으
나, 현재에는 모방상표는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상표심사기준 제18조
<해석참고자료>
1.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정법상의 공법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문란케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당해 상표사용행위가 명백히 다른 법률에 위반
되는 상표를 지칭한다.
2.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혁명, 인민민주주의 또는 민중민주주의혁명, 노동자 계급독재, 김일
성주체사상 등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내용의 상표는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3. 국가간의 선린관계 또는 신뢰관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상표는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상
표로 본다.
4. 상표의 구성자체가 과격한 슬로건으로 이루어진 상표, 문자나 도형을 읽는 방법 또는 보는
방법에 따라서 일반인에게 외설한 인상을 주거나, 성적흥분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상표는 선량한 풍속에 저촉된 상표로 본다.
5. 사기꾼, 소매치기, 새치기, 뇌물, 가로채기 등 형사상범죄에 해당하는 용어나 공중도덕감정
을 저해하는 상표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상표로 본다.
6. 사이비종교, 부적 등 미신을 조장하거나 국민간의 불신과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문자나 도형
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상표로 본다.
7. 개인이 법인 또는 단체명의 상표를 출원하거나 수요자에게 공법상 특수법인 또는 공공연구
기관으로 오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상표는 신의성실의 원칙, 공정하고 신용 있는 거래질

판결은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후1267 판결로 파기환송되었다.
256) 특허법원 1998. 7. 2. 선고 98허652 판결; 특허법원 1999. 7. 15. 98허10604 판결; 특허법원
2005. 9. 2. 선고 2004허78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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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상표로 본다.
8. 외국문자 상표의 경우에 그 의미가 공서양속에 반하는 상표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의
일반적인 외국어 지식수준으로 보아 그러한 의미로 이해할 수 없는 때에는 공서양속에 반하
는 상표로 보지 아니한다.
9. 타인의 저명한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저명한 고인의 성명 등을 도용하여 출원한 상표는 공
정하고 신용 있는 거래질서 등 국제간의 신용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상표로 본다. 다만 저명한 고인의 성명 등의 경우 고인과 관련 있는 기념사업회, 기념재단,
후원연구소나 단체 등의 동의가 있거나 고인의 성명을 관리하고 있는 기념재단, 기념사업회
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거나 존재할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오래된 고인의 경우에는 다르
게 판단할 수 있다.
10. <삭제>(2007. 6. 28)
11. 본호에 해당하는 상표가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
상표법 제7조제1항제11호를 함께 적용한다.
12. 본호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일반수요자의 평균적인 인식수준을 기준으로 하며 판단시점은
상표등록여부 결정시를 기준으로 한다.

현재 법, 법해석 및 특허청을 포함한 실무에서도, 제4호는 모방상표보다는 선량한 풍속 등
객관적 법질서를 위반하는 상표에 적용되고, 예외적으로 국내에서 저명한 상표를 모방한 경
우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제4호에 관한 우리 대법원판례를 정리하면 “인용
상표가 “국내”에서 “등록여부결정시”를 기준으로 “저명”한 경우에만 적용한다.257) 그러나
부정목적의 모방상표에 관한 제12호가 모방상표에 관한 제4호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으므
로, 모방상표에 대해서는 제12호에 의해서 적용을 단일화하는 것이 법해석의 명료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제4호는 1998. 3. 1. 이전에 등록된 모방상표이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상표권자의 '부정한 목적'을 증명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효용성은 있
다.

(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1) 자유경쟁과 모방
1997년 도입된 이래로,258) 현재 제12호는 모방상표에 대한 직접적인 적용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모방하는 것 모두가 규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우리 상표법이 선
257) 권두상, 모방상표와 권리남용에 관한 연구 - "KGB" 사건을 中心으로-, 지식과권리, 2006, 봄·여름
호, 109면.
258) 1997. 8. 22. 법률 제53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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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선출원을 하지 못한 상표는 자유경쟁에 의하여 일정부분 모방
이 될 수 있다. 이는 적법한 경쟁이다.
그러나 모든 모방이 적법한 것은 아니다. 부정경쟁행위는 적법한 행위가 아니므로 규제되
어야 한다. 따라서, 부정경쟁행위는 제12호 적용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또한
민법의 불법행위도 제12호 적용의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불법행위가 되는 행위에 대하
여 상표법이 상표등록을 조력하는 것은 법이 다른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하
에서는, 부정목적의 모방상표에 대한 규제규정인 제12호의 해석적용에 대해서 살펴본다.
2) 제12호의 적용범위
가) 특허청의 심사실무와 대법원 판례
특허청 심사실무는
상표심사기준 제26조
② 본호에서 規定하는「부당한 利益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不正
한 목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표권자가 국내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저지하거나 또는 대리점 계약체결을 강제할 목적으로 상
표권자가 미처 등록하지 않은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경우
2. 제24조의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킬 염려
는 없다 하더라도 저명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을 희석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출원한 경우 등
3. 창작성이 인정되는 타인의 상표를 동일 또는 극히 유사하게 모방하여 출원한 경우. 이 경우
타인의 상표를 모방하여 출원한 상표라 함은 타인의 창작성이 있는 상표의 서체․도형 등과
동일 또는 극히 유사하게 출원하였거나 법 제23조제1항 제3호에 해당됨이 정보제출, 이의신
청 등을 통해서 입증되는 상표 등을 말한다.

라고 하여 모방상표를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표
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이하 '대상상표'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
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제3자가 이를 모방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함으로써 주
지상표에 화체된 영업상의 신용이나 고객흡인력 등의 무형의 가치에 손상을 입
히거나 주지상표권자의 국내에서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지상표권
자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이러한 모방상표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으로 사용하는 상표는 그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어떤 상표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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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대상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
인의 상표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주지상표이어야 하고, 대상상표가 주지
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
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259)
제12호는 1)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고, 2) 그 상표와 동
일 또는 유사하고, 3)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이어야 한다. 여기서 부당한 이익이나 특정인에 대
한 손해는 “제3자가 이를 모방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함으로써 주지상표에 화체된 영업상
의 신용이나 고객흡인력 등의 무형의 가치에 손상을 입히거나 주지상표권자의 국내에서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지상표권자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이러한 모방상표를 이용
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후1362
판결) 다만, 본 판결은 제12호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 라고 주지성을 요구한 당시의 판결이다. 따라서, 주지성 요건을 삭제한 현행법
에서는 주지성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여야 한다.
나) 적용범위 일반

제4호와의 관계에서 제4호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되지 않는 모방상표에
대해서 어느 범위에서 제12호를 적용할 것인지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
다.
[ 제7조 제1항 제4호의 적용여부]
국내 주지상표

적용없음 (2002후2563)

국내에서 주지에 못미치는 상표

적용없음 (2002후1362)

상표를 등록·사용하는 행위가 특정한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
진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
상표를 등록·사용하는 행위가 특정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
국외에서 주지 또는 저명

적용없음 (2004후1267)
적용없음 (2004후1267)
적용없음 (99후451)

인용상표가 “국내”에서 “등록여부결정시”를 기준으로 “저
명”한 경우

259)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후13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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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다음은 제1항 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제12호의 적용가능성이 문제되는 경우이
다.
[제12호의 적용가능성이 문제되는 경우]
국내 주지상표

적용가능

국내에서 주지에 못미치는 상표

적용가능 (“현저하게” 삭제)

상표를 등록·사용하는 행위가 특정한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

적용가능(부당이익 또는 특정인
손해 적용가능)

진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
상표를 등록·사용하는 행위가 특정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

적용가능(부당이익 또는 특정인
손해 적용가능)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
국외에서 주지 또는 저명

적용

국외에서 주지에 못미치는 상표

적용

적용가능(부당이익 또는 특정인 손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해 적용가능)

독점금지법,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위반행위

적용가능(부당이익 또는 특정인 손
해 적용가능)

위에서 언급한 것 중에서,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
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를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
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
는 상표”의 범위에 벗어나는 상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는 몇 개의 쟁점에 대해
서 개별적으로 살펴본다.
다) 타인의 상표사용사실을 알면서 상표출원한 경우
타인의 상표의 존재를 알면서 상표출원한 경우(Lindt & Sprűngli AG v. Franz
Hauswirth 사건 참조)에는, 우리 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부등록사유는 아니라고 보인다.
타인 상표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타인의 상
표존재를 알고 출원한 것에 추가하여 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주관적인 의도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는 현재 제12호의 적용사유가 된다고 판단된다.
위 Lindt &

Sprűngli AG v. Franz Hauswirth 사건에서도 타인의 상표의 존재를 알면

서 상표출원한 경우만으로 부정목적(bad faith)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우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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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해석과 결론이 갖게 된다. 미국의 경우, 제10순회법원에서는 선행사용의 상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것만으로는 부정목적(bad faith)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다.260)
라) 부정직한 경우(dishonesty)와 상도덕에 위반된 경우
상도덕에 위반된 경우가 제12호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개별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
단되어야 할 것이다. 부정직한 경우는 부정직의 개념이 불명확하지만, 우리법상으로는 제12
호에 포함된다고 할 수 는 없을 것 같다.
영국의 많은 판례들은 일관하여 부정목적(bad faith)은 “....부정직(dishonesty) 그리고 ....
관계된 특정분야의 합리적이고 숙련된 사람에 의하여 준수된 수긍할 수 있는 상업적 행동의
기준에 미흡한 거래”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영국판례상으로 부정직한 경우나 상도덕
에 위반된 경우가 부정목적(bad faith)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법은 “부정한 목적”이 부등록사유에 포함되어 있지만, 제12호에 “부당한 이익
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이라고 규정하여,
부정한 목적의 예시인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 또는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의사 등 적극적인 의사가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법에서 말하는
“부정직(dishonesty)”한 것은 우리법상의 “부정한 목적”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
다.
따라서, 부정직한 행위나 상도덕에 위반된 행위를 포함시키려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법에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한 경우” 등으로 단순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단순화시키는
경우에는 그 의미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현재로서는 우리 언어의 의미상 발
생하는 문제이다. 게다가 “부정한 목적(bad faith)"의 개념이 우리법상 확립되지 않았기 때
문에 발생하는 문제로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나. 보충 - 권리남용론

등록된 모방상표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판례는 시리즈 편집음반의 “

”라는 제명이 자타상품의 식별

표지로서 기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명의 선사용자인 음반제작·판매자
260) GTE Corp. v. Williams, 904 F.2d 536 (10th Cir. 1990), cert denied, 498 U.S. 999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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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의나 허락없이 “

”와 같이 구성된 등록상표를 출원·등록한

다음 그 상표권에 기하여 위 음반제작·판매자가 ‘진한커피’ 제명을 사용하여
출시한 음반의 제작·판매 금지 등을 구하는 것은 신청인이 위 음반제작·판매
자의 자본과 노력 등에 의하여 획득되어 ‘진한커피’ 제명에 화체된 신용 등에
편승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위 등록상표를 출원·등록한 것을 기화로 오히
려 그 신용 등의 정당한 귀속 주체인 위 음반제작·판매자로부터 그 신용 등을
빼앗아 자신의 독점하에 두려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상표권 행사는 상표제도
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고, 비록 상
표권의 행사라는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261)
고 판시하여 모방상표를 등록한 것을 기화로 그 등록상표에 대하여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이
라고 일관하여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모방상표에 대한 부적정성은 그 권리행사를 금지함
에 의해 입증된다고 할 수 있다.

다. 제안
(1) 제안 1
앞서 본바와 같이 모방상표에 관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는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EC의 입법례와 같이 간단하게 “부정목적으로 출원한 상표”라고 할 것인지 또는
현재와 같이 적극적인 의사가 필요한 것으로 예를 제시하고 부정한 목적이라고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즉, 상표의 진실한 사용과 선출원주의 사이에서
어느 쪽을 더 강조하여 상표법의 중심을 놓을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상표사용주의를 강화하여 상표의 진실한 사용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는 EU와 같은 형
식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리고 모방상표를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주지, 저명상표)가 아닌 소비자에게 인식되
어 있는 상표로 확장하는 경우에는 상품의 동일/유사성 범위에서 모방상표를 인정하여야 한
다. 저명상표에는 동일유사성이 없는 상표에 대한 사용도 보호하여야 하나, 이 경우에는 제
4호의 규정에 의하는 수 밖에 없다. 따라서 12호에는 동일유사한 상품으로 한정하여야 한
다.
다만, 현행법상으로 문구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인

261)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672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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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를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
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
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라고 되어 있어, 현재 출원상표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
고 있는 상표이어야 하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현재 사용하는 상표가 아닌 출원상표가 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문구의 수정정도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제7조 제1항 각 사유에는
같은 문구로 표현 된 항목들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 EU 방식과 같은 개정안
현행법

(문구)개정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12.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 12. 부정한 목적으로 국내외 수요자간에 특정
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 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리적 표시를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 상표(지리적표시를 제외한다)와 동일 유사한 표
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 장을 동일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출원한
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 경우
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현행법

(문구)개정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12.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
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
리적 표시를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한 표장
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
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
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2) 제안 2 – 진실한 사용의사와 출원절차에 있어 신의성실의무의 부과
부정목적출원은 앞서 본바와 같이 모방상표에 관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는 출원된
상표와 출원인의 주관적인 상태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출원의 절차에 대한 판단여부는 명시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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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방상표의 경우에는 보통 출원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하는 것이므로 상표사용의사에 진
실한 사용의사를 요구하고(제3조) 현재의 상표법 제도에 보충하여 진실한 사용의사를 소명
할 수 있도록 출원절차에 있어 신의성실의무를 부과하여 악의적 모방상표임이 드러난 경우
에는 이를 취소나 무효사유로 함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물론 제3조에 진실한 사용을 명시하
지 않더라도 법상 요구되는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진실한 사용의사를 법에 명시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
진실한 사용의사일 것을 요구하는 입법례는 영국이나 미국 상표법의 규정을 들 수 있다. 나
아가 미국 상표법은 출원시에 선사용상표의 존재 등에 대한 특정 사항에 대해서 진술할 것
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상표(모방상표)는 등록이 거절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법에도 선사용상표의 존재 등에 대한 사항을 출원서에 기재하도록 신의성실출원의무를
부과하여 절차적으로 모방상표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받은 경우에 모방상표임이 드러나면 상
표를 무효/취소로 규정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입법은 본인의 상표를 대리인
이나 라이선시가 등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고 볼 수 있고,(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참조) 많은 경우에 모방상표의 출원을 방지할 수 있는 경우가 될 것으로 판단
된다. 예컨대, 원래의 상표사용자와 상표출원자간에 특정관계에 있던 진한커피사건(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67223 판결)이나 해외상표사용자의 국내 판매점이었던 자가 출원
한 KGB 사건(특허법원 2006.07.06. 선고 2006허2424 판결)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사적으로 선사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도 한다.

- 190 -

제8장 결

론

본 결론에서는 연구결과 사용주의 강화를 위한 법 제도에 대해서 살펴본다.

제1. 상표등록과 상표사용
1.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있는 상표: 출원시 현재 사용여부에 따른
출원절차의 차별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있는 상표(6조 1항)를 출원시 현재 사용중인 상표를 출원한 경우와 출
원시에 사용하지 않고 장래사용할 상표를 출원한 경우를 나누어 다른 출원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가. 현재 사용중인 상표
출원시 현재 사용중인 상표는 현재 상표법과 같은 절차를 적용한다.

나. 장래 사용할 상표
출원시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장래에 사용할 상표는 출원등록과 사용등록을 나누는 방법이
다. 이 경우, 출원등록은 예비등록이나 가등록과 같은 것으로서 상표권의 완전한 효력을 부
여하지 않고, 상표를 상품에 진실하게 사용한 이후에 사용등록을 하고 이때 완전한 상표권
을 부여한다. 만일 진실한 사용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등록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하면
된다.
TRIPs 규정에 의하여 출원후 사용등록까지 3년의 기간은 필요하다.262)

262) TRIPs 협정 제15조 제3항
“회원국은 사용을 등록요건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상표의 실제 사용이 등록출원의 요건이 되어서는 아니 된
다. 출원은 출원일부터 3년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의도했던 사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거절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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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의 기간내에 사용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하는 상표의 등록과 같이 완전한 상표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다. 상표사용의 개념의 정리필요성
위와 같은 상표출원절차를 나누어 진행하는 경우, 사용등록의 요건으로서 사용은 상품에 대
한 사용만을 의미해야 한다.263) 현재의 상표사용개념중에서 아래 부분은 정리를 요한다. 왜
냐하면, 아래 부분은 출원등록과 사용등록을 나누어 진실한 상표사용을 요구하는 취지와 부
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품에 대한 상표사용없이 광고를 한 다음 사용등록을 한다면 사용
주의의 강화내지 진실한 상표사용이라는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는다. 즉 명목사용(token
use)가 발생한다. 다만, 이러한 사용은 사용등록후에는 사용으로 인정할 수도 있고, 출원등
록후 사용등록전에는 이러한 사용만으로 상표사용등록을 할 수 없다고 할 수도 있다. 그리
고 아래의 상표사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한다면 상표, 서비스표 및 상호간의 광고사용이
나 거래명세서의 사용이 충돌되지 않는 장점도 있다.

제2조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다.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
위
②제1항제7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품,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
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상품,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또는 표찰을 표장의 형상이나 소리 또는 냄
새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

라. 장점
1) 상표의 진실한 사용제도에 부합
본 제도는 실질적인 사용주의를 받아들일 수 있고, 출원주의의 장점인 누구에게 상표권을
부여할 것인지를 함께 정할 수 있으며, 예비등록을 함으로써 폐지된 저장상표와 같은 역할
263) 랜햄법은 “표장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관련된 상품에 또는 그의 포장에 또는 그것에 관련하여 게
시되거나 그것에 태그(tag)나 라벨(label)을 부착하거나, 또는 상품의 성질상 그러한 부착이 실질적으
로 어렵다면 상품이나 상품의 판매에 관련한 문서에 있을 때에, 표장은 상품에 사용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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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할 수도 있고(저장상표의 장점수용), 또한 저장상표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장점
이 있다

2) 상표법리에 일치
상표사용없이는 손해배상이나 금지명령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상표법리이다. 이는 상표는
goodwill을 보호하는 것으로서 상표사용없이는 goodwill 이 형성되지 않으므로, 상표사용이
없는 상표의 등록만으로는 상표의 침해대상이나 보호할 객채(goodwill)가 없다는 법리이다.
또한 현재 대법원도 상표사용없이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고 금지명령을 권리남
용이라 하여 인정하지 않는데, 이는 대법원이 goodwill 법리를 수용한 것이고, 본 제도는
이러한 법리와도 쉽게 일치할 수 있다.

3) 악의적인 모방상표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
이와 같이 장래에 사용할 상표에 대해서 완전한 상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방법은 모방상표에
대한 대책도 된다. 즉 사용등록을 하지 않는 한 출원등록만으로는 금지명령이나 손해배상청
구권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악의적인 모방상표에 의해서 진실한 상표사용자에 대한 상표권
행사를 제한하여 모방상표의 출원을 방지할 수 있다. 나아가 모방상표제도에서 본 출원절차
에서 신의성실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더욱 더 모방상표에 대한 대책이 될 것으로 판단된
다. 앞서 본 영세 상인들의 상표/서비스표/상호를 모방한 상표나 서비스표 출원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4) 불필요한 절차의 감소

현행법상으로는 상표등록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사용취소심판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본 방법에 의하면 사용등록을 하지 않은 상표는 자동으로 출원등록이 포기에 의하여 소멸하
게 되어 불사용취소심판을 제기할 필요도 없을뿐더러 불사용취소심판을 제기한 자에게 우선
등록이나 독점등록을 인정할 필요도 없다. 현 상표법은 불사용취소심판에서 입증책임을 전
환함으로써(상표법 제73조 4항) 출원등록이 자동으로 포기하는 제도가 현행법과 많은 차이
점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종래 심판을 제기하여 취소하도록 하는 제도가 출원과정에서
포기로 의제하는 것으로 변형된 것으로 보면 될 것이다. 그리고 사용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진실한 사용을 요구하므로 사용등록을 위해서 형식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명목상
의 사용으로 사용등록을 인정하지 않거나, 등록되더라도 명목상의 사용인 경우로 판정된 경
우에는 상표등록을 취소하도록 할 수 있다. 명목상의 사용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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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심판을 제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마. 단점
상표의 최종등록에 3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상표사용을 하지 않는 상표등
록을 인정하는 단점과 불사용취소심판을 제기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비교하면 본 제도의 장
점에 대비하여 볼 때 그다지 큰 단점은 아니라고 보인다.

2.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후 출원제도의 식별력 판단시점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후 출원의 식별력 발생시점에 대해서는 출원시에 식별력이 필요하
다는 견해가 상대적으로 사용주의 법리와 부합한다. 등록여부결정시로 판단하는 대법원의
근거가 등록여부결정시를 원칙으로 하는 제7조 및 등록여부 결정시라고 판단하는 제6조 제
1항의 식별력 요구 시점과 통일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제6조 제1항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이
타당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출원시에 식별력이 존재할 것을 요구하는 법리가 사용주의 취
지와 부합한다. 또한 제7조 제6조의 취지가 다를 뿐더러 제6조는 본질상 판단시점의 명시
가 필요하지 않은 조항이라는 것을 대법원이 간과한 것이다.
다만, 출원후 식별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등록무효라는 점에서 출원후에도 계속 식별력이 있
을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등록여부결정시에도 식별력이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이다. 따라서 현재의 출원전에 식별력을 취득하여 출원시에 식별력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
특허청의 심사실무가 타당하다. 따라서 법원의 견해와 같이 법조문이나 해석원칙을 변경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3. 출원의 경합
현재 사용하는 상표, 장래사용할 상표 및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 모두가 경합하
는 경우란 이론적으로 있을 수 없다.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있는 상표와 본질적으로 식별력
이 없는 상표는 경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합하는 경우란 현재 사용하는 상표 및 장래
사용하는 상표가 경합하여 출원 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현재 사용하는 상표에
우선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상표이기 때문이다.
현재 사용하는 상표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제도와 같이 출원주의와 같은날 출원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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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와 추첨에 의해서 해결하면 될 것이다. 장래 사용할 상표가 경합하는 경우에도 본 원
칙이 타당하다. 다만, 장래사용할 상표는 3년내에 사용등록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출원
등록이 포기되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는 상표의 등록제도와 같이 후순위 출원을 거절할 수도
있지만 달리 취급할 수도 있다. 즉 선순위 등록이 예비등록(가등록)과 같으므로 후순위 등록
이나 원래 같은날 출원했지만 협의 또는 추첨에 의해 후순위가 된 상표에 대해서 순위를 보
전하여 선순위자가 사용등록을 못하는 경우에 후순위자가 사용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
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이 방법은 후순위 출원에 대해 출원을 유지하여야 하고 신
속한 출원제도와 어긋나는 단점이 발생하지만, 후순위 출원에 대해 후순위 출원이라고 판단
하여 거절을 하여야 하므로 출원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당사자의 의사에 의
해서 후순위 예비등록제로 운영하면 출원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편익에 공
헌하는 제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후순위 예비등록제가 상표를 선점하는 제도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적절한 수수료를 부과하여 당사자가 사용등록에 성공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비용의 일부를 등록료로 대체하여 주는 제도로 운용한다면 어느 정도 상표선점을 제
한할 수 있는 운용이 될 수 있다고 보인다. 만일 상표선점의 부작용이 크다면 후순위 예비
등록제를 창설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제2. 상표의 사용과 서비스표 및 상호간의 관계
1. 상표, 상호, 서비스표에서 사용의 충돌
상표, 서비스표 및 상호 사용자가 공통으로 필요한 사용이 존재한다. 예컨대, 명함에 자신의
상표나 서비스표 또는 상호를 표시하거나 거래장, 간판, 표찰 등에 표시하는 것은 공통적으
로 필요하다. 물론 현행법에서도 허용되기는 하지만(제51조) 이는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
이라는 제약이 따른다.
상표, 서비스표 및 상호를 사용함에 있어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란 불명확할뿐더러, 대
법원의 해석은 현재의 거래계에서의 사용형태와도 맞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상호사용자나
서비스표 사용자도 광고, 간판, 표찰 및 거래장 등에 그래픽이나 칼러를 사용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표의 사용은 상표, 상호, 서비스표 모두에게 개방하여 상표나
상호, 서비스표에 대한 침해가 아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호의 경우, 칼라나 도형
기호 등의 등기가 안된다는 이유만으로 컬러나 장식적인 문자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금할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 상호는 반드시 등기하고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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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하급심 판례도 서비스표와 상표사이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영역을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죽용기, 포장용 쇼핑백, 죽용기, 젓가락, 냅킨 등에 사용은 상표나 서비스표 사용자
모두에게 인정하고 있다.(특허법원 2005허9053) 이에 추가하여 상호사용자는, 자신의
identity를 표시하는 인격에 의한 권리가 있으므로, 간판, 표찰, 광고, 거래서류, 명함 등에
자신의 이름이나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물론 법원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전통적인 견해에서 현실을 반영한 판결들이
보이기는 하여,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법의 문구를 그대로 두고 판례가 현실과 부
합하게 변하는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2. 전자거래에 있어서 상표/서비스표의 사용
서비스 거래는 상품거래와 다른 측면이 있다. 따라서 서비스표의 사용에 관한 정의가 필요
가 있다. 또한 전자거래에서도 상품거래와 서비스거래는 다르다. 상품은 전자거래에서도 실
질적으로 상표를 부착한 상표의 유통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서비스표는 전자거래에
서는 가상의 영업장소인 영상에 서비스표를 표시하는 것이 서비스표의 사용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반영한 입법이 필요하다.

제3.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정비
상표법 제6조 제2항에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라는 법조문을 “식별력을 취득한
것은”이라고 변경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현재의 대법원 판례는 상표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한 상표는 제51조의 상표
권의 효력범위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매우 부당한
판결이다. 그런데 이러한 판결의 배경에는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는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처럼 인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한 논리라면 모든 주지,
저명상표도 제51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 조항의 현저성은
식별력을 의미하는 것 이상의 것은 아니다. 현저성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차적 의
미에 불과하다. 즉 현저하다는 것은 소비자들에 대한 인식의 정도에 불과할 뿐 출처표시로
서의 기능은 동일한 것이다. 따라서 법원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제6조 제2항의 의미
를 일본 상표법과 같이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로 변경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을 위해 타당하

264) 상법 2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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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4. 상표의 사용과 손해배상
현행법의 해석상 상표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리상 및 대법원 판례도 손해배상과 금지
청구를 부인한다. 금전적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을 부인하고 금지청구에 대해서는 금지
청구권의 행사를 권리남용으로 인정하다. 따라서 상표 불사용에 대해서 특별히 권리구제를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권리구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법에 명문
화하는 것이 상표사용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제5. 선사용권제도
선사용권의 성립시기는 현행법과 같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시점에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선사용권의 범위는 성립시기의 상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선사용권은 타인의
상표등록출원시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인적⋅물적 현상을 인정하여야 한다. 즉 선사용권의
범위를 선사용권의 성립시의 범위보다 확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선사용권자
는 출원이라는 형식적 요건을 해태하여 상표권의 주체가 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
하여 권리를 확장하는 것은 출원주의의 포기이기 때문이다. 사용주의를 취하는 미국도 상표
선출원등록자와 상표사용자의 권리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 상표등록시점을 기준으로 상표
사용의 범위 내에서 상표사용자의 권리를 인정한다. 따라서 이점을 법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 선사용권을 상호사용에 대하여도 선사용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많은 경우에 영
세 사업자는 자신의 상호/상표/서비스표 사용에 대한 권리 인식이 매우 낮다. 따라서 사실
상의 상호/상표/서비스표사용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제6. 부정목적(악의적) 모방상표
모방상표는 세계 각국이 규제를 하고 있다. 우리법상으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와
제12호가 모방상표에 대한 규정인데, 12호가 주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모방상표에 대해
서는 많은 입법례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부정목적으로 출원한 상표를 상표부등록사유로 하
고 있는데, 부정목적(bad faith)은 선사용상표의 존재를 인지(knowledge)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1.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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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제협약
파리협약은 부정목적출원에 대한 등록무효의 제척기간 배제하고 있고, 상표가 도덕이나 공
공질서에 반하는 경우나 공중을 기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상표부등록사유로 하고 있고,
TRIPs 협정은 파리협약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
EC의 이사회규정은 외국사용상표와 혼동이 발생하는 경우에 등록거절 및 무효사유로 규정
하고 부정목적의 출원에 대해서 등록무효 또는 등록거절 하도록 하고 있다. EC Council
Reg.은 출원자가 출원당시에 부정목적(bad faith)으로 행한 것일 때, 사무국에 대한 출원에
기초해서 또는 반대청구(counter claim)에 기초해서 무효로 선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영국 상표법

1) 공공정책이나 공중도덕에 반하는 상표
절대적 거절사유로 공공정책이나 공중도덕에 반하는 상표를 규정(3조 3항 a)하고 있다. 이
러한 사유의 존재는 객관적으로 판단하므로 주관적 의사가 악의인 경우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부정목적으로 출원한 상표
부정목적으로 출원된 상표(the application is made in bad faith)나 그러할 만한 상표는
부등록 사유로 규정한다. 부정목적으로 출원된 상표는 사용의사가 없거나, 타인이 사용함을
알고 특히 대리인이나 종업원이었던 자가 출원한 경우, 영국에서 영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방해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표를 모방한 경우 및 상표가 저명한 타인의 성
명이나 이미지를 동의 없이 형상화한 경우 등으로 해석된다. 부정목적은 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 진실한 사용의사
영국 상표법은 미국법과 같이 진실한 사용의사(bona fide intention)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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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프랑스 상표법
1991년 법(프랑스 지적재산권법의 article L.712-6) 제9조는 만약 어떤 상표가 제3장의 권
리의 혹은 법적인 혹은 계약적인 의무의 위반으로 기만적으로 등록된다면, 스스로 그 표장
에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법원에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본 규정은 모방상표를 포함하는 규정이다. 다만, 부정목적은 출원상표의 심사시
에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목적이 있는 경우에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별도의 구제를 받
아야 한다.

라. 독일 상표법
독일 상표법 제50조 제1항 제4호는 출원시에 부정목적으로 출원한 경우를 규정하여 모방상
표를 규제하고 있다. 부정목적 여부는 출원시를 기준으로 한다.

마. 일본 상표법
일본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9호는 국내외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된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
표로서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를 부등록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바. 미국 상표법
미국상표법은 사용주의를 취하고 있어, 모방상표제도를 특히 규율할 필요는 없다. 이미 사
용하는 상표는 그 사용의 범위에서 우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상표법은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표장 또는 제3자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표나 상호와 유사한 상표로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또는 기망적인 경우에는 표장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제3자가 이
미 사용하는 상표가 이에 해당하고 혼동을 일으키거나 기망적인 경우이어야 한다.
미국상표법은 진실한 사용의사가 있어야 하므로 이미 상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진실한 사
용이 될 수 없지만, 후속사용자가 선사용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고 상표출원한 경우에는
부정목적을 부인한다.

2. 입법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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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3조의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의미는 진실한 사용(bona fide use)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진실한 사용을 직접 규정하는 입법례는 영국과 미국을 들 수 있다.265)
이러한 진실한 사용의사를 전제로 미국의 입법례와 같이 출원절차에 있어서 신의성실의무
(best knowledge)를 부과하여266) 타인이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출원서에 기재하도록 하면, 모방상표인지에 대해서 좀 더 쉽게 판단할 수 있고, 만일 고의
로 기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실한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진
실한 사용의사는 법에 명문 규정이 없어도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나 법에 명시하는
것도 좋은 안이 될 수 있다.

265) 덴마크는 필요하지 않다고 하고 있다.
266) 미국은 혼동을 일으킬만한 동일/유사상표를 사용하는 다른 사람이 없다고 알고 있고 그렇게 믿는
다는 선서(verification)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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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부

록

상표법 제8조의 조문 변경필요성
상표권자라도 등록상표를 상표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권리는 없다. 만일 고의로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혼동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상표의 부정사용으
로 취소를 할 수 밖에 없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법문상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은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개정전

개정(안)

제8조(선출원) 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

① 다른 날에 출원된 2이상의 상표가 동일 또

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다른 날 는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에 2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경우에는....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상

② 같은 날에 출원된 2이상의 상표가 동일 또

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 는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그 상표에 경우에는....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
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특
허청장이 행하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된 하나의
출원인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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